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쉑일
쉑장

시
소

2021년 11월 13일 (토) 09:30～18:00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온라인(zoom)

쉑후

원

BnH세무법인, IMM인베스트먼트, KB금융지주, 김&장법률사무소, 법무
법인(유한)태평양,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위즈, 법무법
인율촌, 법무법인택스로, 삼덕회계법인, 삼성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현회계법인, 세무법인세연, 세학사, 스마트인컴, 신한금융
지주, 신한은행, 안진회계법인,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우리회계법인,
이현세무법인, 재정회계법인, ㈜효성,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
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영
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 행암조세연구소

(가나다순)

쉑 행사일정
09：30～12：00

[Doctoral Consortium]

09:30～10:00

등 록

10:00～12:00

Doctoral Consortium

장소：가동 306호

가동 306호

사회자：강민조 교수 (동덕여대)

시 간

10：00～12：00

12：00～13：30

연구 분야

발표자

조세법 분야 연구시 주요 검토사항

박 훈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회계 연구방법론

기은선 교수 (강원대)

편집위원장과의 대화

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고윤성 교수 (한국외국어대)

[등록 및 이사회]

12:00～13:30

오 찬
상임이사회 및 연구윤리위원회 (12:00～)

13:00～13:30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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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장소：가동 306호
사회：김완용 교수 (숭의여대)

개회사

박종성 회장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숙명여대 교수)

축 사

윤종규 회장 (KB금융지주)
서순탁 총장 (서울시립대)

단체사진 촬영

13：50～14：50

[특별세션]

장소：가동 306호
사회：이영한 교수 (서울시립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발표자：최기호 교수 (서울시립대)
토론자：김경현 상무 (삼정회계법인)

심충진 교수 (건국대)
임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4:50～15:00

15：00～18：10

Coffee Break

[분과별 학술발표대회] (9개 분과)
[제 1 분과：상속세 및 증여세 특별세션]

가동 306호
시간

15：00
～
16：30

사회자：윤성만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문승석*
(연세대)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담사례와 전문가 면담을 중심으로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노희천
(숭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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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과：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세션]
가동 307호
시간

15：00
～
16：30

나동 501호
시간

15：00
～
16：30

나동 601호
시간

15：00
～
16：30

사회자：정지선 교수 (서울시립대)
저자 및 발표자*

발표논문 제목

*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 개선방안

김민수
(대구광역시청)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 설계에 관한 소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시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계학적 검토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

[제 3 분과：세무회계 / 신진연구]

이예지
(서울시립대)
구성권
(명지전문대)
기은선
(강원대)

사회자：임태균 교수 (전북대)

저자 및 발표자*

발표논문 제목

토론자

*

토론자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

선우희연
(세종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 재분석

최보람
(조선대)
*
유지선
(전남대)

구자은
(수원대)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최원욱
(연세대)
조선애*
(연세대)

김수인
(건국대)

[제 4 분과：세무회계 / 조세법 / 신진연구]

사회자：전홍준 교수 (신구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SG 평가를 중심으로

박종일
(충북대)
이윤정*
(충북대)

유혜영
(한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직계존비속의 주택 취득세를 중심으로－

장보원*
(서울시립대)
박 훈
(서울시립대)

심준용
(명지대)

종합부동산세 납세순응을 위한 개선방안

김용수*
(숭실대)
노희천
(숭실대)

송보미
(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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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분과：조세법 / 세무회계 / 회계교육]
나동 602호

사회자：심태섭 교수 (서울시립대)

시간

15：00
～
16：30

시간

16：40
～
18：10

가동 307호
시간

16：40
～
18：10

*

토론자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황헌순
(경북대)

한원식
(삼정회계법인)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대주주의 기업승계 유인을 중심으로－

김혜성*
(세무회계 세아)

정광화
(강원대)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교육운영방안

김성중
(안산대)
노희천
(숭실대)
이유선*
(숭실대)

문예영
(배화여대)

16:30～16:40

가동 306호

저자 및 발표자*

발표논문 제목

Coffee Break

[제 6 분과：코스닥 협회 특별세션]

사회자：정재연 교수 (강원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개선

전규안
(숭실대)
*
노희천
(숭실대)
조형태
(홍익대)
김용수
(숭실대)

유호림
(강남대)
정희선
(세종대)

[제 7 분과：조세판례연구 특별세션]

사회자：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최근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손기근
(세익세무회계
사무소)

최근 조세 판례의 경향
(법인, 소득, 국기)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증여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검토

이세빈*
(법무법인 율촌)

강성모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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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분과：조세법 / 조세정책 / 신진연구]
나동 601호

사회자：조광희 교수 (동국대)

시간

저자 및 발표자*

발표논문 제목

토론자

*

16：40
～
18：10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산업공단조성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허진숙
(홍익대)
심준용
(명지대)
손시영
(나우회계법인)

정지선
(서울시립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선필*
(순천향대)
조형태
(홍익대)
윤재원
(홍익대)

김준현
(상명대)

농업부문 조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경환*
(농협중앙회)
박 훈
(서울시립대)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제 9 분과：세무회계 / 조세정책]
나동 602호

사회자：최원석 교수 (서울시립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ternational Evidence

최기호
(서울시립대)
이예지*
(서울시립대)

차승민
(경기대)

With & Post COVID19 Pandemic Era
신정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이영한
(서울시립대)

시간

16：40
～
18：10

18:10～18:20

연구윤리교육

18:2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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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김혜성**․이영한***․최기호****

1)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하여 우선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
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요인 중 하나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의 부정적인 영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하여 상속세
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폐지 당시 스웨
덴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여러 상황에서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보다 당연히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이 존재한다면 자본이득세의 재분배효과가 상속세보다 클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
으로 부의 불균형이 중간 정도이면서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범위가 넓어지면 자본이득세의 재분
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자본이득세 시행시 해결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상속인에 의한 취득가액 입증, 부채나 미실현손실의 승계 여부, 증여세 등과 같은 타
세제와의 조화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한 국가만의 사례를 보았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가정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이라
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
황은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상속세, 자본이득세, 스웨덴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중소기업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저자들이 작성한 “중소기업 승계 지원 세제의
대안 연구”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동 기관의 승인 하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 세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cgh@uos.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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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OECD 보고
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상속세율은 50%인데 이는 80%인 벨기에, 55%
인 일본 다음으로 높고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OECD,

2021). 또한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상속세 부담률은 계속 낮아졌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지
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OECD, 2021). 이렇게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와 관련된 찬반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을 보면 당시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
득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에 따
른 천문학적 금액의 상속세 납부가 보도되면서 상속세 폐지 논란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1)
상속세 폐지 논란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6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2010년 일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Schmalbeck et al., 2017). 또한 모든 국가에서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36개
OECD 회원국2) 중 12개 국가는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중도에 폐지되었다(OECD, 2021).
따라서 상속세 폐지 주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한 주장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서
자본이득세 과세란 직계가족에 한해서 상속세 없이 취득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도록 허용
하고 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상속
세를 폐지한 OECD 12개 국가 중 6개 국가에서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과세를 선택하였다

(OECD, 2021).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를 상속재산의 미실현익 과세로 인
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동원․문성훈, 2020).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상속인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으로 사회적 후생이라는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
다. 즉 자본이득세는 미실현익 과세라는 상속세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임에는 분명하지만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세 대체 여부
는 부의 재분배 효과와 미실현 과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1) 예를 들어 2021년 4월 28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는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이상 납부 … 세계
최고액”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 2019년 기준으로 36개국이다. 2020년 콜롬비아, 2021년 코스타리카가 가입하여 현재는 38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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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논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이득세가 상
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 때 우리나라처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가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
본이득세로 전환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
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대체가 가능한 대안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둘째,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해서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해보
고자 한다. 주로 어떤 조건에서 자본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득세 과세방안에는 여러 대안들
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전
환시 대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자본이득세 전환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Ⅱ. 상속세 찬반 논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OECD, 2021). 그러나 상속세를 옹호하는 측과 상속세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중 그 어느
쪽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증거 역시 엇갈리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상속세를 폐
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실증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자본축적 관점
상속세 찬반론은 자본축적 관점에서 나누어진다. 상속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상속으로 인하
여 거대한 부가 축적이 되고 이런 부의 축적이 자본주의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는 누구나 재능과 노력에 의하여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인데 상속은 이러한 자본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속세
를 부과함으로써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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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mrod and Kopczuk(2000), Joulfaian(2006)에서는 상속재산의 상속세율 탄력성을 0.1에서
0.2 정도로 추정했는데 이는 한계세율이 1% 증가하면 상속재산은 0.1 내지 0.2% 감소한다는 것
이다. 이는 상속세가 부의 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세대 간 부의 차이가 자기세대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닌 부모세대로부터 이전받은 부에 의
해서 50% 이상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dermon, Lindahl and Waldenstrom, 2018).
이런 실증연구결과는 상속이 기회의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와는 달리 상속은 타인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
며 오히려 상속세가 부과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가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후생이 감소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이들은 상속 동기는 개인의 중요한 근로동기 중 하나인데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근로동기가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Holtz－Eakin and Marples(2001)에서는 상속세로 인하여 가장 부의 수준이 높은 계층이 영향
을 받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Goupille－Lebret and Infante(2018)에서는 프랑스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가 자본축적에 약한 영향만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실증논문들은 모
두 실제로 상속이 자본축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속세 무용론을 뒷
받침한다. 또한 실증논문은 아니지만 Farhi and Werning(2010)에서는 상속동기를 전제한 분석
적 모형을 통해서 최적의 상속세율은 0%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2 부의 재분배 관점
상속세를 옹호하는 측에서 가장 부각되는 주장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상속세가 반드시 필
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을 통해서 세대 간에 지속적으로 자본이 축적되면서 부의 불균형이 심해
지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므로 앞선 자본축적의 관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상속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가 많은 계층에서 적은 계층으로 자원이 이전하게 되
면 부가 많은 계층에서 생기는 효용감소보다는 부가 적은 계층에서의 효용증가가 더욱 크게 되
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역설적으로 상속이 부의 재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한다. 이들은 상속과정에서 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속인들에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상속 그 자체가 부의 재분배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미국의 실태조사(Wolff

and Gittleman, 2014)나 유럽국가의 실태조사(Bönke, Werder and Westermeier, 2017)에서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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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이 부의 균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실증결과
도 있다. 즉 세수가 적절하게 재분배되었을 때 장기로 보면 상속은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상속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소규모 상속은 10년 이내 소비되지만 대규모 상속재산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
록 부가 증가한다는 증거에 근거한다(Elinder, Erixson and Waldenström, 2018). 따라서 상속세
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실증적 의문이다.

2.3 과세공평성 관점
과세공평성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상속도 소득의 일종이고 따라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
다. 특히 상속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상속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덜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 면에서 합리적
이라고 주장한다(Batchelder, 2020). 이런 주장에 의하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설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후 재산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만일 상속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추가과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oadway, Chamberlain and Emmerson, 2010).
그러나 상속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속세는 이미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
해서 중복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중복
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다. 또한 상속세는 처분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해
서 과세되기 때문에 미실현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
는 공평성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런 미실현익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상속세를 반대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에 가장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2.4 기업승계 관점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상속세는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의 승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이나 가족기업일수록 그 소유주는 주식 외에 상속세를 납부할 유동성 있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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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써 가
족기업이 후손에게 승계되지 못하고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강제로 주식
을 처분하게 되면 공정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에 대
한 상속세 부과로 인한 주식처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
가족기업의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당사자에게도 손실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될 수
있다. 가족기업의 경우 창업주의 상속인들은 오랫동안 함께 회사를 경영하여왔기 때문에 노하
우, 기술 등에 익숙해서 제3자보다 경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승
계에 실패하여 제3자가 경영을 맡게 되는 경우 회사는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이는 사회적 손
실이 된다.
이영한 등(2020)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65명 중 64명이 직계비속인 아들, 딸에게 기업을 승계하기를 원하고 있었
는데 그 이유로는 “후계자가 아닌 다른 경영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가업의 기술력이나

know－how, 영업자산등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혹은 “자신의 경영철학을 그대로 유지하
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로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기업 소유권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효율적으로 경영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Tsoutsoura(2015)는 또한 2002년 그리스에서 가족기업 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시된 사건
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조세지원이 생기기 전후 그리고 가족
간 승계와 제3자 승계간의 승계 이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녀의 연구결과, 가업승계 조세지원
이 없었던 시기에는 가족 간 승계기업에서 상속직전 기업의 투자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가
업승계 조세지원이 만들어진 시기 이후에는 가족 간 승계기업과 제3자 승계기업간 차이는 없었
다. 그녀는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가족기업 승계 지원으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상속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능력 있는 제3자
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능력이 모든 사람
에게 무작위로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혈연이 아닌 제3자 중에서 기업을 가장 잘 경영하
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로 가장 유명한 것은 Bennedsen et al.

(2007)의 연구이다. 이들은 1994년부터 2002년 사이 덴마크의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진 5,000여
건의 기업승계를 표본으로 삼아서 직계비속에게 승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계 이후
기업성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이들은 가족 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 성과가 유의하
게 낮아졌다는 것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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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세회피 관점
상속세를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는 상속세가 조세회피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즉 상속세
는 사망시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일시에 거
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유인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속세는 “자
발적인 조세”라고 비하하기도 한다(Cooper, 1979). 즉 상속세는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인데
도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납세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실질적
으로 유명무실한 조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세의 조세회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논리보다는 실증적인 문제이다. 조세회피로 인하여
상속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실증연구결과들이 있다. 1977년 미국의 상속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Kopczuk(2007)에서는 사망 직전 상속재산의 규모에 커다란 조정이 있음을 발견하였
는데 이는 사망시점에서의 조세회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하는 부작용도 상속세를 반대하는 측의 주요한
근거이다. 실제로 Bakija and Slemrod(2004)에서는 미국 주별 상속세율에 따라 각 주별로 보고
되는 상속세 신고건수가 약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4년 상속세를 폐
지한 스웨덴에서도 높은 상속세율로 인하여 유명 기업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enreksen, 2017).
그러나 상속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상속세의 조세회피 문제는 상속세만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며 일반적인 모든 세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 이들은 또한 상속세를 어떻게 설
계하는가에 따라서 조세회피는 상당 부분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기업과 달리 개인의
국적 변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는 극소수 부자들의 선
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 각국 국세청간의 정보교류 협정이나 정보기술의 발달 등
으로 인하여 해외로 재산으로 도피시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Erixson and Escobar(2020)에서는 Kopczuk(2007)와 동일한 방법을 스웨덴에 적용하여 보았는
데 미국과는 달리 조세회피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
나는 스웨덴에서는 미국에서처럼 세무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
라고 해석된다. Sommer(2017)에서도 독일에서도 상속세 조세회피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Conway and Rork(2006)에서는 미국 내에서 노년 납세자들의 거주지에 주별 상속세율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앞선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미국보다 규모
가 훨씬 적고 동질적인 인구집단을 갖춘 스위스의 사례에서도 각 칸톤의 상속세 감면이 노년
납세자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Brülhart and Parchet, 201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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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나라마다 상속세 조세회피의 증거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찬반 논란에 대한 시사점
상속세의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실증연구결과도 어느 한 편을 일
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상속세에 관련된 논란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국
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시대별로 상속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자 갖고 있는 이
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에 대한 평가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의 불균형 정도이다. 부의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상속세가 가져오는 긍정
적인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반면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상속세의 장점
보다는 단점이 부각된다.
둘째, 상속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상속동기가 무
엇인지, 상속인들은 상속 후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 등은 상속세의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가정들이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들은 구체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상
속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이런 개인의 신념이나 이념이 합쳐지면 한 국가나 사회가 상속세에 대해서 갖는 관점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속세는 본질적으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특징을 요약하면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를 축소하
거나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시대적으로 다를 수 있고 한 국가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
3.1 사례의 의미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는 10개이고 2개 국가는 처음부터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아서 12개 국가가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다(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본 논문에서는 비
교적 최근인 2004년에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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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세계적으로 복지수준이 가장 높고 소득불균형 정도도 매우 낮다. 예를 들어 2017년
지니계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0.355, 미국이 0.390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0.282에 불과하다. 이렇
게 철저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스웨덴에서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한 사건은 상당히 충격적이
었으며 상속세를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폐지 사례로 자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게 된 경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중 비교적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상속세가 없
는 12개 국가 중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와 노르웨이(2014년)보다는 빨랐지만 나머지 국가 중
에서 가장 최근에 상속세를 폐지하였다(OECD, 2021).
둘째,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중에서 스웨덴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경제규
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3)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는 우리나라에
서도 참고할 수 있다.
셋째,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스웨덴은 상속세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60%에 이르렀고
그 당시 전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또한 높은 상속세율을 감안해서 강력한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지원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와 매우 유
사하다. 따라서 스웨덴이 2004년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
라의 상속세 논의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2 스웨덴의 상속세 유효세율 변화(1885－2004)
Henrekson and Waldenström(2016)에서는 2004년 상속세가 폐지될 때까지 1885－2004년 사
이의 스웨덴에서의 상속세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살펴 본 동 기간의 스웨덴 유효상
속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1885－2004년 사이 스웨덴의 유효상속세율의 변동추세를 상속재산의 크기를
최상위, 상위, 중간, 하위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3) 스웨덴은 인구는 천만명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GDP 절대규모도 세계 20위권으로 10
위권인 우리나라보다는 적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중에서는 GDP 절대규모는 캐나다와 호주,
멕시코 다음이고 1인당 GDP로는 호주 다음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제조업 강국으로 볼보자동차,
H&M, 아스트라제네카, 이케아, 스카니아 등 다국적 제조기업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상속세 폐지 국
가 중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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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웨덴의 상속세 법정세율은 1900년대 초반까지 4%에 그치고 1930년대 10%였다가 그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60% 대를 유지하였으며 폐지 직전까지는

30%였다. 1930－1950년대 법정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대전의 영향이다. 스웨덴은
중립국으로서 직접적인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전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증가로 상속
세율 증가 압력을 받았다.
둘째,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은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상속세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사회민주당 정권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였던 상속세 구조에 유산세

(estate tax) 형식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그 대신 상속세율을 급격하
게 인상시켰다.
셋째, <표 1>을 보면 1950년대 유효상속세율이 법정상속세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50년대 스웨덴에서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결합한 상속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일단 유산세 형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후 다시 상속인들
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되면 각자가 납부할 유산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유산세를 차감하였다.
이 때문에 상속세 유효세율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넷째, 1959년 유산세가 폐지되고 유산취득세만 적용되면서 그 대신 법정 상속세율은 60%로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이렇게 인상된 상속세율은 1990년대까지 유지된다. 그리고 1970년대 이
후부터 상속세 법정세율과 유효세율은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법정세율과 유효세율의 차이는
조세회피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1990년대부터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우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 가족기업에 대한 유효세율은 크게 낮아진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시가 대비 30% 정도로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경우 유효세율은 9%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여섯째,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우대와 더불어 상속재산이 적은 하위 계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속세가 일부 최고 부유층에만 과세되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
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을 거쳐서 2004년 스웨덴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본
절에서는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고 폐지의 요인을 몇 가지
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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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웨덴 유효상속세율 추이(1885－2004)
연도
세율

1885

1910

1930

1950

1970

1990

2004

개인

0.5

1.6

10.0

49.7

55.7

43.7

22.4

가족기업

0.5

1.6

10.0

49.7

55.7

16.7

8.9

개인

0.5

0.6

4.4

27.7

39.5

35.2

21.7

가족기업

0.5

0.6

4.4

27.7

39.5

12.7

8.2

개인

0.5

0.6

2.2

3.7

12.8

18.2

14.1

가족기업

0.5

0.6

2.2

3.7

12.8

2.7

2.7

개인

0.5

0.0

0.0

0.0

2.1

3.4

5.4

법정세율

0.5

4.0

10.0

20.0

60.0

60.0

30.0

(최상위)

(상위)

(중간)

(하위)

자료원：Henrekson and Waldenström(2016), p.1238.

3.3 상속세 폐지 요인(1)：정치적 이념과 과도한 상속세율
1930년대 이전까지 10% 정도의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던 스웨덴은 그 이후 상속세율이 가
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60%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마나 상속세율이 60%를 초과했던 국가
는 전세계적으로 6개 국가(일본, 한국,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웨덴)밖에 없었는데 스웨덴도 그
중 하나였다. Henrekson and Waldenström(2016)은 스웨덴의 경우 급격한 상속세율 인상은 대중
운동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이라고 말한다.
전쟁이 끝난 후 1930년대 초 스웨덴에서는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
다. 이들은 집권하면서 부의 분포의 불균등과 상속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Henrekson and

Waldenström(2016)에 따르면 그 당시 사회민주당의 지도부도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사회
는 거대기업이 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맞는다면 개인의 기
업가 정신이나 창의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이다.4) 사회민주당은 상속세율
4) 1930년대 스웨덴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의 이념을 가장 대변하는 인물이 Ernst Wigforss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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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고 당시 유산취득세 형태로 운영되던 스웨덴 상속세 구조에 유산세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사회
민주당은 1940년에 다시 집권당이 되었고 1947년에 원래의 유산취득세에 유산세를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유산취득세와 유산세가 결합된 스웨덴의 유효상속세율은

40%수준에서 60%로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사회민주당이 도입한 유산세는 많은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시행된 지 10년 정도 흐른 뒤

1959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법정상속세율은 60%로 증가되어 전반적인 유효상
속세율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스웨덴의 상황을 보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념이 상속세율 인상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상속세율이 급격하게 인상됨으로써 가족기업에 대한 감면조치와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3.4 상속세 폐지요인(2)：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1960년대 이후 상속세율이 60%에 이르게 되면서 상속세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기업의 소유주가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
는 것이 금지된 이후 차라리 회사를 처분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지기 시작했다. 주식 처분시 부
과되는 자본이득세는 1966년까지는 0%였으며 1976년까지는 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창업주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을 사망 전에 처분하기 시작하였다. 더
욱이 많은 경우 창업주들은 저세율 국가로 국적으로 바꾸었으며 이것이 1974년과 1978년 상속
세 감면 제도 도입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1980년대 스웨
덴의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창업주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미망인 Sally

는 스웨덴의 언어학자이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 인물로 스웨덴 재정부 장관(1925－1926,
1932－1949)을 지낸 저명한 정치인이다. 비급진 혁명 조직부터 개혁 노선의 조직까지, 스웨덴사회민
주당의 마르크스주의 수정주의 노선의 발전 과정 속에서 주요 이론가 중의 하나였다. 그는 초기 저술
을 통해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자주경영에 관해 기여했다. Wigforss는 그의 저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는 개인적인 부지런함과 근검절약함으로 쌓아올린 것 이상으로 축적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
술하였을 정도로 급진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음을 보시오. https://en.wikipedia.org/wiki/Ernst_Wigfo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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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ner의 경우이다. 아스트라의 주가가 상속 이후 하락하는 바람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상속세
에 미달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상속세 유효세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미망인은 파산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후속적인 결과로 스웨덴에서 가장 부유하면서 산업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Frederik Lundberg가 1985년 스위스로 이민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동기는 Kistner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Henreksen, 2017).
이런 상속세의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 1974
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주식과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
다. 즉 과세기준으로 취득원가와 대체원가 중 낮은 가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진부화된 재고
자산을 시가의 40%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추가로 비상장기업을 순자산
의 30%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상속세율이 30%로 낮아지면서 가
족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30%×30%＝9%에 불과하게 되었다.
가족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인 감면조치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과 미실현익에 대한 과세로
부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상속재산에 비해서 비상장기업에만 주어지
는 과도한 감면은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유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3.5 상속세 폐지요인(3)：부유층의 조세회피
스웨덴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세수 비중은 1, 2차 세계대전 동안 2%였다가 1940년
대 1%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하였다. 이런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줄어든 수
치이지만 같은 기간, 독일의 0.7%, 미국의 1.4%, 프랑스의 1.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상속세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의 세수비중이 낮아진 것
은 널리 퍼진 조세회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enrekson and Waldenström, 2016；p.1242).
특히 1948년 유산취득세에 더해서 유산세 제도가 생기면서 조세회피의 동기는 더욱 강해졌
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유산세가 추가되면서 증여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상속세가 면
제되는 비영리기금, 지주회사 등이 설립되기 시작되었다. 수혜자를 지정한 생명보험도 상속세
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차입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상속세 계
산에서 부채는 전액 공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상속
세를 면제받는 기회가 생겼다.
상속세 납부를 회피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국적을 변경하는 것이다. 성공한 창업가나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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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들이 이민을 선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65－1984년 사이에 이민과 함께 재산의 해외
반출에 대한 허가 건수가 30,000건에 달했다. 그리고 이 동안 이민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상속세
와 같은 스웨덴의 높은 조세부담이 이민의 주요 동기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Henrekson and

Waldenström, 2016；p.1245).

3.6 상속세 폐지 요인(4)：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과
부유층들의 상속세 회피가 만연해짐과 동시에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스웨덴
에서 중산층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상속세 면제구간과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이 낮은
상태에서 주택가격과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상속세 폐지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 면제점은 SEK 70,000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동
시점에서 미국의 상속세 면제구간이 SEK 10,500,000($1,500,000)이었고 프랑스는 SEK 2,700,000

(€300,000)이었으며 영국은 SEK 3,400,000(£263,000)인데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최고
세율 30%에 도달하는 상속재산 가액도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졌다(Henrekson and Waldenström,

2016；p.1247).
이렇게 면제점과 최고세율 도달 구간이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과 주가는 지속적으
로 상승하여 자신이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중산계층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속세가 일부 부유층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도 내야 하는 보편적인 세금
으로 인식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반대여론은 높아졌다. 2004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의 2/3가 상속 및 증여세를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스스로를 좌파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자들의 대부분도 상속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Henrekson and Waldenström, 2016；

p.1249).

3.7 상속세 폐지 이후 변화
Ydstedt and Wollstad(2015)에서는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폐지된 이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에서 다른 세제개혁과 함께 상속세가 폐지된 후 총세율은 지속적으
로 감소한 반면 인플레이션 조정 후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스웨덴 과세당국은 다른 국가에서 스웨덴으로 자본이 유입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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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 사이 8,000명의 납세자가 해외 보관 중인 자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한 때 스웨덴을 떠났던 유명한 기업인들이 속속 스웨덴으로 돌아왔는데 핀란드의 유명한
금융업자인 Björn Wahlroosr가 상속세를 피해서 스웨덴으로 이주한 것은 핀란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언급한다.
둘째, 상속세 폐지는 과세당국의 행정부담을 감소시켰다. 상속세 폐지 이후 상속재산을 파악
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부담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과세당국의 행정부담은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상속세 폐지로 인하여 십억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2003년 스웨덴에서는 십억달러 이상의 재산가가 2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20명이 되었다.
이런 증가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지는데 상속세와 부유세를 그대로 유지하던 프랑스
에서는 인구 백만명당 십억달러 이상 소유한 부자가 2013년 0.17명에서 2017년 0.46명으로 증
가하는데 그쳤지만 스웨덴에서는 0.2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2003년만 하더라도 프랑스
와 스웨덴은 인구 백만명 당 억만장자 수가 유사했지만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후 양자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속세 폐지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Henreksen(2017)은 1963년 스웨덴의 가장 큰 부자는 GDP의 0.18%만을 소유하고 있었
던 것에 비해서 상속세 폐지 후 2016년 스웨덴에서 GDP 1% 이상을 소유한 부자가 모두 10명
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상속세 폐지는 부의 불균형을 가
속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보여준다. 따라서 결국 상속세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선택이 좌우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3.8 소결：스웨덴 사례의 시사점
이번 절의 소결론으로서 스웨덴 사례가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스웨덴은 한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속세율이 높았던 나라였던 만큼 스웨덴에서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게 된 사
례는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3.8.1 정치적 산물로서의 상속세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상속세는 그 어떤 세금보다 정치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
웨덴에서 상속세는 비록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193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세율이 인상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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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높은 상속세율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나 상속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2004년 폐지되기 이르렀다.
상속세가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다른 세금과는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
금의 기능은 (1) 정부의 재정 확보 (2) 부의 재분배 (3) 조세정책의 목표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
금이 갖는 일차적 기능은 정부의 재정 확보에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재정확보라는 목표보다는
소득재분배를 일차적 목표로 두고 있는 세금이다. 소득재분배라는 목표는 그 사회의 이념이나
대중들의 여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에 일차적 목표를 두게 되는 상속세는 사회의 부의 불균형 상황에 따라 그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심각할수록 상속세의 효용가치는 높아진다. 즉 극
소수의 부유층에게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재분배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다면 상속세는 효용이 높지 않다. 이
런 상황에서 상속세가 존속하게 되면 극소수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
게 되고 이는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되어서 상속세 존속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상속세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속세의 일
차 목표는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인데 부의 불균형이 해소될수록 상속세의 효용은 낮아진
다. 따라서 상속세는 본질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록 효용이 낮아지고 폐지에 이르게
되는 모순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3.8.2 미실현익 과세와 조세중립성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상속세가 갖는 대부분의 문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
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강제로 처분
해야 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1970년대부터 가족기업 주식 상속 등에
대해서 파격적인 감면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특정재산에 대해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상
속세의 조세중립성은 훼손되었다.
조세중립성은 경제적 선택과 무관하게 동일한 조세부담을 가져올 때 확립된다. 반면 조세중
립성이 훼손되면 경제적 선택에 따라서 조세부담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
는 조세회피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에서도 상속세의 조세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상속세 조세회피는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써 상속세는 “자발적
납세”에 의존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해야 하는 상속세에서 조세중립성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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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실현이익 과세는 자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도록 만들기 때
문에 이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재분배와 무관하
기 때문에 고스란히 사회적 후생의 손실로 귀결된다. 이러한 미실현이익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한 후생손실이 큰 자산들 예를 들면 가족기업 주식 등에 감면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조세중립성은 필연적으로 훼손된다.

3.8.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가족기업에 대한 공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택가격과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과거 상속세를 폐지하기 전에 스웨덴이 직면
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높은 상속세율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 인상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율은 2008년 20%에서 시작해서 40%, 70%로 인상되었고 2014년부터

100%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제한도도 2008년 30억원이었지만 현재는 500억원까
지로 대폭 확대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가업상속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
기되고 있다(임동원과 문성훈, 2020). 이런 상황은 스웨덴과 매우 유사하다. 즉 스웨덴에서도 미
실현이익 과세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족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확대하
여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택가격이나 주가 등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주택가격과 주가가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납세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
은 2010년 4,083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11,521명으로 10년 동안 2.8배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4년 상속세 폐지 직전 주택가격이 20년 동안 3배 이상 급등했던 스웨덴의 상
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찬반 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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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검토
4.1 상속재산의 과세방법
앞에서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상속세 폐지 주장은 우리나라를 비
롯해서 여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폐지 이후 그 대안은 무엇인
가?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와 유사하고 상속세 폐지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가액과 사망시점의 미
실현이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 공정가치 ＝ 상속재산 취득가액 ＋ 상속재산 미실현이익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과세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표 2>에서 보여준다.
<표 2>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

상속재산 미실현이익

(1) 상속세 부과(공정가치 증액)

상속세 부과

상속세 부과

(2) 완전 면제 (공정가치 증액)

과세 면제

과세 면제

(3) 상속세－자본이득세 부과(간주처분)

상속세 부과

상속시점 자본이득세

(4) 상속세－자본이득세 부과(취득가액 승계)

상속세 부과

처분시점 자본이득세

(5) 자본이득세 부과(간주처분)

과세면제

상속시점 자본이득세

(6) 자본이득세 부과(취득가액 승계)

과세면제

처분시점 자본이득세

<표 2>를 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은 모두 6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만 부과하는 공정가치 증액 방식. 상속재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
하며 추가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완전 면제. 장부가액과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
라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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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자본이득세 부과하는 간주처분 방식.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시점에 재산이 처분된 것으로 보아서(간주처분) 계산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자본이득세 부과하는 장부가액 승계 방식.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상속
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허용한 후 실제 상속재
산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5) 자본이득세만 부과하는 간주처분 방식.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
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이 상속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 후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6) 자본이득세만 부과하는 장부가액 승계 방식.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
고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위에서 보았던 과세방식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의 <표 3>에서는 OECD 국가들의 상속세 부과와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을 보여준다.
<표 3> OECD 국가들의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1) 상속세만 부과(공정가치 증액)

OECD 국가
대한민국,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
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2) 완전 면제 (공정가치 증액)

라트비아

(3) 상속세－자본이득세(간주처분)

덴마크, 헝가리

(4) 상속세－자본이득세(장부가액 승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
크, 스위스

(5) 자본이득세만 부과(간주처분)

캐나다

(6) 자본이득세만 부과(장부가액 승계)

호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
이, 스웨덴

※ 자료원：OECD(2021), p.121
※ 위 표에서 보면 덴마크는 2개 유형에 중복되고 있어 2019년 시점의 OECD 36개국 중 6개국(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이 누락되어 있다. 이중 폴란드는 자료가 없으며 나머지 5개국
은 자본이득세 제도가 없다(OECD, 2021；p.121)

<표 3>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공정가치로 증액하고 상속세를 부과
하는 (1)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장부가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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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4)방식 그리고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만 과세하는 (6)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
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할 때에는 (1)방식에서 (6)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
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대부분 (6)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본
이득세 전환은 (6)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방식과 (6)방식은 서로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첫째, (1)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서 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6)방식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점에
서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셈이지만 자본이득세는 처분으로 실현된 이득에 대
해서만 과세된다.
둘째, (1)방식에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6)방식에서 자본이득세는 처
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상속세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지만 자본이득세는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세율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속세의 유효세율이 자본이득세보다 높아진다.
셋째, (1)방식에서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일부 부유층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나 (6)방식에서 자본이득세는 세수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모든 계층에 걸쳐서 보
편적으로 과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속세는 자본이득세와 비교했을 때 소득재분배 목적
하에서는 유용하지만 세수 확보 면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1)방식의 상속세 부과방식과 (6)방식의 자본이득세 부과방식의 차이를 요약하면 아
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비교
상속세

자본이득세

과세시점

피상속인 사망시점

상속인 재산처분 시점

미실현익 과세

과세함

과세하지 않음

취득가액 공제

공제없음

공제함

과세대상

일부 부유층

모든 계층

일차 목표

부의 재분배

세수확보

위 <표 4>에 따르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는 일차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렵다. 즉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일차적 목표로 삼는 조세인 반면에 자본이득세는 소득
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수확보가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조세는 세수확보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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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과세를 통해서 확
보한 세수를 공평하게 재분배함으로써 나타난다.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보다 부유한 계층에 초점
을 맞춘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세는 폭넓
은 과세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재분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속세보다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클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세보다 부의 재분
배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인한 재산의 강제처분에서 생기는 추가
적인 손실은 재분배되지 않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된다. 이런 점에서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보다
유리하다.

4.2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 비교
4.2.1 시뮬레이션 과정
이번 절에서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자본이득세가 부의 재
분배 면에서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대체가 가능한지를 알아보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한다.
어떤 사회에서 부(富, wealth)의 수준으로 구분된  개의 계층이 있으며 편의상 각 계층을 부
가 가장 많은 계층부터 가장 적은 계층 순으로 배열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
가장 부유한 계층이고   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다. 계층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상속세와 자본
이득세가 존재하지 않는 계층 간 부의 비율은  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는 부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계층에 비한 비율이고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그 사회의 부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가 없을 때

(1)
 번째 계층의 부의 수준,  ：부의 불균형 정도

(1)식에서  이 낮을수록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이다. 어떤 사회 전체의 부의 수준을 1로 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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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의 불균형 정도  하에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가 없을 때  번째 계층의 부의 수준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상속세는 부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계층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며 과세되지 않는 계
층 중 가장 많은 부를 갖는 계층의 부를 기초공제로 정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따
라서 예를 들어 상속세를  번째 계층까지 부과한다고 하면     이 기초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는 기초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이는 가장 단순한 누진과세 형태를
갖는다. 이렇게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계층별 상속세는 다음과 같다.



 
     ⋅
 ≤    
  

 

 ：상속세가 부과되는 마지막 계층,  ：상속세율,

  

  

(3)

 ：번째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세

사회 전체의 상속세 세수는 다음과 같으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 거둔 세수를 모든 계층에게
정부보조금으로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정부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 

 





 



(4)

 ：상속세수 합계,  ：상속세수 재분배로 인한 정부보조금

상속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금납부를 위해 자산을 처분하면서 일정
비율의 손실이 생긴다. 이런 손실은 상속세 납부금액에 비례해서 생긴다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
하에서 상속세 납부 후 부는 다음과 같다.

               

(5)

_ ：번째 계층의 상속세 납부 후 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산처분에 따른 손실

계층의 효용은 부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고 한 사회의 후생은 각 개인의 효용의 합이라고
보면 상속세가 사회의 후생 증대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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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_  

   



(6)

 

_：상속세가 사회적 후생 증대에 미친 효과, ⋅ ：개인의 효용함수

식(6)에서 _ 가 1보다 클수록 상속세는 사회전체 후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만일 _ 가 1보다 작다면 상속세는 오히려 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와는 달리 자본이득세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부과된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0이라
고 가정하고 상속인은 취득 후 곧바로 처분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자본이득세는 다음과 같다.


⋅
   
  

(7)

 ：자본이득세율,  ：번째 계층이 부담하는 자본이득세

앞선 상속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전체의 자본이득세 세수를 계산한 후 정부보조금을 정한
다면 자본이득세 납부 후 각 개인의 부는 다음과 같다.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상속세와는 달리
미실현익에 대한 과세가 없으므로 재산처분에 대한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8)

_ ：번째 계층의 자본이득세 납부 후 부,   ：자본이득세 재분배로 인한 정부보조금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선 식(6)에서의 상속세 후생효과

_ 와 자본이득세의 후생효과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_ 



 _ 
 



  _ 

 

(9)



_ 가 1보다 크다면 상속세의 부 재분배 효과가 자본이득세보다 크다는 것이
고 최소한 부의 재분배라는 효과 측면에서 자본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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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_ 가 1보다 작다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2.2 시뮬레이션분석(1)：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
이번 절에서 우선 상속세가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앞선 식(1)부터 식(9)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모수를 정한다.
① 어떤 사회에 부의 수준이 다른 10개 계층이 존재한다. 즉    이다. 이러한 계층을 부
의 수준이 높은 계층부터 낮은 계층으로 서열화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② 부의 불균형 정도인  은 0.9, 0.7, 0.5인 상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는 부의 불
균형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은 보통인 상황이며    은 부의 불균형이 매우 심
한 상황이다.
③ 상속세율  은 가장 단순한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 즉 과세계층에 대해서  로 과세하고
나머지 계층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0%, 40%, 30%인 상황으로 구분한다.  ＝50%
는 매우 높은 상속세율이며 현재 우리나라 최고 법정상속세율과 같다. 반면  ＝30%는 매
우 낮은 상속세율인데 포르투갈, 헝가리 등의 법정 상속세율은 30%에 못 미친다.  ＝40%
는 보통의 상속세율로서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상속세가 과세되는 계층범위  는 1, 3, 5인 경우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이라면 부의
서열대로 1, 2, 3번째 계층까지 상속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⑤ 상속세가 과세되는 마지막 계층의 바로 아래 계층이 소유한 부를 상속세 기초공제로 한
다. 예를 들어    이라면 4번째 계층이 소유한 부만큼 기초공제가 정해지고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된 후에도 부의 서열
은 변하지 않는다.
⑥ 상속세가 미실현익에 대해 부과됨으로써 일어나는 강제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상속
세납부세액에 비례적으로 생기는데 납부세액의 50%를 손실로 본다. 따라서    이다.
⑦ 개인의 효용함수는 부의 크기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는 일반적인 효용함수의 특성인  ′  , ′′   을 만족한다.
위와 같이 모수들을 정한 후 <표 5>에서 상속세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 비
하여 사회적 후생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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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_ )a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패널A：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    )
부의 불균형 정도( )
과세범위( )

상속세율( )

0.9

0.7

0.5

1

30%

1.001

1.013

1.096

40%

1.001

1.017

1.118

50%

1.001

1.021

1.139

30%

1.002

1.041

1.185

40%

1.002

1.052

1.221

50%

1.003

1.062

1.252

30%

1.004

1.057

1.207

40%

1.005

1.071

1.245

50%

1.006

1.082

1.275

3

5

패널B：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
부의 불균형 정도( )
과세범위( )

상속세율( )

0.9

0.7

0.5

1

30%

0.999

1.008

1.096

40%

0.999

1.011

1.101

50%

0.999

1.013

1.116

30%

0.997

1.020

1.143

40%

0.995

1.023

1.161

50%

0.994

1.024

1.171

30%

0.992

1.018

1.145

40%

0.988

1.017

1.157

50%

0.985

1.012

1.159

3

5

a. 재분배효과는 식(6)에 따른 WFARE_EST를 말한다.

<표 5> 패널A는 강제 재산처분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상
속세가 존재할 때 사회적 후생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이용하는
지표는 식(6)에서 제시한 _ 인데 이는 상속세 존재로 인한 사회적 후생과 상속세
가 없는 경우의 사회적 후생의 비율이고 1보다 클수록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모든 경우에 상속세 재분배 효과인 _ 은 1보다 크다. 이는 상속세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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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의 불균형 정도()이 증가할수록 _ 은 증가한다. 이는 상속세는 한 사
회의 부의 불균형이 심각할수록 상속세의 재분배효과는 커진다는 것이다. 상속세의 일차적 목
표가 부의 불균형 해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직관과도 일치한다.
셋째, 과세범위  가 1, 3, 5로 증가할수록 _ 은 증가한다. 부의 불균형 정도가
같다고 했을 때 가급적 많은 계층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할수록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가 커진
다는 것이다.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분배되는 상속세수가 커지며 이에 따라 재분배 효과
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속세율( )이 30%, 40%, 50%로 증가할수록 _ 은 증가한다. 이 역시
상속세수의 증가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의 불균형 정도, 과세범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상속세율이 증가할수록 상속세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재분배 효과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표 5> 패널A에서는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손실이 없다면 부의 불균형 정도가
심해질수록, 상속세율을 높일수록, 과세범위가 넓힐수록 _ 는 높아진다. 즉 상속
세의 재분배효과는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5> 패널B에서는 미실현익 과세로 인하여 재산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에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강제처분손실
이 있는 경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실현익 과세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상속세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강제처
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재분배되지 않고 그대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된다는 점에서 직관
적으로 당연하게 보인다.
둘째, 여전히 부의 불균형 정도가 심할수록(   혹은   )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는
커진다. 비록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안해도 상속세는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의 불균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에는 _ 의 값이 1보다 작아진
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후생이 줄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속세를 폐지하기 직전 미실현익 과세로 인
한 손실에 대한 인식이 커졌음을 생각해보면 이 역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과세범위  에 따른 상속세 재분배 효과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표 5> 패널B을 보면
과세범위 증가에 따라서 재분배 효과가 여러 조건에 따라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 1> 패널A을 본다. <그림 1> 패널A를 보면
과세범위  의 증가에 따라 _ 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 U자 모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과세범위가 증가하면서 상속세수가 증가하고 재분배효과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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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상속세율( )에 대한 상속세 재분배 효과의 방향도 과세범위 증가의 경우와 유사하
다. 즉 상속세율이 증가하면서 상속세수도 증가하지만 동시에 미실현익 과세로 인하여 재산처
분 손실도 증가한다. 이는 <그림 1> 패널B에서 보여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존재한다면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무조건 상속세율을 올리거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속세율을 올리거나 과세범위
를 확대하면 오히려 재분효과는 줄어든다.
<그림 1> 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있는 경우(   )
상속세 재분배 효과(_ )
패널 A：상속세율 50%일 때(    ) 과세범위( )에 따른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패널 B：상속세를 5번째 계층까지 과세할 경우(    ) 상속세율( )에 따른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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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시뮬레이션분석(2)：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 비교
이번 절에서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한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서
앞선 시뮬레이션 가정에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추가한다.
① 자본이득세율은 20%로 한다. 자본이득세율은 상속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
고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간 소득이 누적되어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
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② 취득가액은 0으로 하고 상속인이 즉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6>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_ )a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패널 A：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    )
부의 불균형 정도( )
과세범위( )

상속세율( )

0.9

0.7

0.5

1

30%

0.998

0.967

0.941

40%

0.998

0.970

0.960

50%

0.998

0.974

0.978

3

5

30%

0.999

0.993

1.017

40%

0.999

1.004

1.048

50%

1.000

1.013

1.075

30%

1.001

1.009

1.036

40%

1.002

1.022

1.069

50%

1.003

1.032

1.095

패널 B：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있는 경우(    )
부의 불균형 정도(  )
과세범위( )

상속세율( )

1

30%

0.996

0.962

0.941

40%

0.996

0.965

0.945

50%

0.996

0.967

0.958

3

5

0.9

0.7

0.5

30%

0.994

0.973

0.981

40%

0.992

0.976

0.997

50%

0.991

0.977

1.005

30%

0.989

0.971

0.983

40%

0.985

0.970

0.993

50%

0.982

0.966

0.995

a.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는 앞선 식(9)에 따른 WFARE_Ratio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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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패널A에서는 상속세로 인한 강제적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의 자본이득세와 상속
세의 상대적인 재분배 효과인 _ 값을 보여준다. _ 값이 1보다
클수록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보
다 작다면 오히려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A에서
보여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세범위()와 상속세율( )의 크기가 _ 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과세범위가 증가할수록(감소할수록) 그리고 상속세율이 클수록(작을수록) 상속세의 재분배 효
과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보다 크다(작다).
둘째, 부의 불균형 정도()에 따른 _ 는 일정하지 않다. 부의 불균형 정도가
낮은 경우(  )에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의 불균형 정도가 심해질
수록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이는 <그림 2> 패널 A, B에서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를 보면 상속세율(패널 A)과 과세
범위(패널B) 증가에 따라서 _ 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부의 불균형 정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_ 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2> 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   )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_ )
패널 A：상속세율 50%(    )일 때 과세범위( )와 부의 불균형 정도( )에 따른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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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재산처분 손실이 없는 경우(   )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_ ) (계속)
패널 B：5번째 계층까지 상속세를 과세할 때(    ) 상속세율( )와 부의 불균형 정도( )에 따른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 _ )

<표 6> 패널B에서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이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_ )는 낮아진다. 이는 미실현
익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로 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율( ), 과세범위

(), 부의 불균형 정도()에 따른 _ 의 변화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그림 3>을 보여준다.
<그림 3>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 상속세율(  ),
과세범위(  ), 부의 불균형 정도( )에 따른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효과( _ )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패널 A：상속세율 50%(    )일 때 부의 불균형 정도( )에 따른 _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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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실현익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 상속세율(  ),
과세범위(  ), 부의 불균형 정도( )에 따른 자본이득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효과( _ )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계속)
패널 B：상속세율 30%(    )일 때 과세범위( )에 따른 _ 의 변화

패널 C：부의 불균형 정도가 0.7일 때(    ) 상속세율( )에 따른 _ 의 변화

위 <그림 3>에서 우선 패널 A를 보자. 패널 A에서는 부의 불균형 정도()에 따른 자본이득
세 대비 상속세의 재분배효과(_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이 매우 높거
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_ 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상속세의 재분배효과가 자본이
득세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균형 정도가 중간 정도일 때는 _

 가 낮아져서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 재분배 효과보다 크다.
다음으로 <그림 3> 패널 B를 보자. 패널 B에서는 과세범위()에 따른 _ 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 증가하면 _ 가 높아지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_ 는 다시 낮아진다. 이는 부의 불균형 정도가 중간(  )일 때 가장 극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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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 낮거나 높은 경우 모두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의 재분배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3> 패널C을 보자. 패널C에서는 상속세율( )에 따른 _ 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선 패널A, B와 마찬가지로  에 따라서 _ 는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상속세율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이 보여주는 것은 미실현익에 대한 상속세 과세로 인한 재산처분 손실이 있다면 부
의 불균형 정도가 중간인 경우 과세범위와 상속세율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게 되면 자본이득세
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를 능가하게 되고 이로부터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의 사회적 후생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4.3 시뮬레이션 분석의 시사점
이번 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이용해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상호비교
하고 자본이득세가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았다. 부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낮
은 경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모두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부의 불균형 정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높아지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
속세 재분배 효과보다 커진다. 이런 부의 불균형 정도에 따른 결과와는 달리 상속세율과 과세
범위가 매우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부의 불균등 정도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과세
범위가 아주 넓거나 좁은 경우 그리고 상속세율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보다는 자
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좁혀지거나 상속세율
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보편적 세금인 자본이득세를 통해 거두는 세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자본이득세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의 경우보다 크게 된다. 반대로 과세범위
를 너무 넓히거나 상속세율이 너무 올리게 되면 미실현익에 대한 상속세 부과로 인하여 강제적
인 재산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게 되어 상속세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결과는 앞선 스웨덴의 사례에도 부합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후유증으로 기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상속세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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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지고 상속세수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본 절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상속세율이
낮아진 것과 유사하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중산층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미실현익 과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커졌다. 이런 현상이 겹치면서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
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부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 조세지원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도 스웨덴의 사례에 비추어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Ⅴ.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과 쟁점
이번 절에서는 상속세의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과
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본이득세가 도입될 경우 쟁점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5.1 미국의 자본이득세 도입 시도 사례
미국은 1976년과 200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자 시도한 바 있
다. 1976년의 시도는 입법화되기 전에 무산되었지만 2002년에는 입법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여
러 가지 장애에 부딪쳐 2010년 1년간 시행된 후 곧바로 폐지되고 말았다. 미국에서 이렇게 자
본이득세를 도입하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각각
의 경우에 왜 도입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의 자본이득세 도입은 2002년이 처음이 아니고 1976년에도 시도된 바 있다. 1970년대
미국 의회는 상속세의 기본공제를 두 배로 증액하면서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좁히게 되었다.
그로부터 생기는 세수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속재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이후 일어
나는 모든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1976년 12월 31일 공정가액으로 정하고 그 이후 취득한 자산
은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
은 실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Schmalbeck et al.(2017)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
로 그 당시 시스템으로 모든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증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웠는
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법안에서 장부가액의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전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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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하였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2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2002년 당선된
부시 대통령은 선거공약이었던 상속세 폐지를 실천에 옮겼다. 이는 그 당시 상원과 하원의 다
수당이었던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입법 이후 10년 이상 연방정부 적자를
증가시키는 법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버드 규정(Byrd Rule)에 의거하여 상속세 폐지 법안은
일몰 규정을 갖는 일시적인 법안이 되었으며 결국 2010년 한 차례 시행된 후 일몰규정에 의거
폐지되었다.

2010년 자본이득세 전환 법안은 복잡성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1976년 법안을 교훈 삼아
매우 단순하게 구조를 만들었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장부가액은 공정가액과 취득가액 중 적
은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의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해서 상속인들에게 일률적으로

$1.3백만 그리고 생존 배우자에게는 $3백만의 증액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최소 $1.3백만의 처분익 이내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법안이 2010년 한 해만 시행된 채 또 다시 폐지된 것에 대해서 Schmalbeck et al.(2017)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상속인에게 $1.3백만 그리고 생존 배우자에게는 $3백만이라는 장부가액 증액이 지나치
게 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기본 증액으로 인하여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대부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고소득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장부가액 승계 방식은 역진적인 과세라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본증액이
커지면 소액자산을 상속받은 계층보다는 거액의 자산을 상속받은 계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
한다.
셋째, 자산의 동결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장부가액으로 상속재산이 승계됨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
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장부가액 승계 방식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공정가
치는 동일하지만 장부가액이 서로 다른 여러 상속재산이 존재할 때 가족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세회피로 인하여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미국의 자본이득세 도입 시도가 실패한 사유는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시에 중요한 시
사점을 준다. 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실패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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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쟁점(1)：장부가액의 입증
상속세를 장부가액 승계 방식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을 파
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선 미국의 경우, 자본이득세 대체 시도가 실패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상
속재산의 장부가액을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기술
이 발전하면서 개인들의 자산 취득에 대한 정보가 신뢰성을 갖춘 형태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을 생각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파악이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
서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은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입증은 제3자 입증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
는 부동산, 상장된 유가증권 등은 신뢰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의 취득가액 입증이 가능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유가증권은 거래소를 통
해서 거래가액이 입증될 수 있다.
그 밖에 제3자 입증이 어려운 상속재산은 상속인 혹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입증한다. 이런 경
우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0으로 한다. 장부가액을 0으로 한다면
그 이후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입증이 어려운 자산은 자동차, 가구 등과 같은 개인생활용품 등일 것이고
이런 자산은 현재 우리나라 세법 체계 하에서 처분익에 대해서 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어떤 방식으로도 정하더라도 그 이후 자본이득세 부담에는 영향
이 없을 것이다.
또한 장부가액 승계방식 하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속재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미실현손실이 상
속인에게 승계되지 못하도록 해서 공정가치 이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

5.3 쟁점(2)：부채 승계의 제한
상속세가 폐지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 이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만큼 음(－)의 재산인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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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승계되는 것이므로 부채도 승계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특정 자산을 담보로 조달한 부채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장부가액을 한도로 부채를 공제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자산처분을 동결하고 그 대신 필요한 자금
으로 해당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조달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부가액 승계 방식의 단점을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은 자산의 동결효과(lock－in effect)인데 만
일 자산의 장부가액 이상의 부채를 승계하도록 한다면 동결효과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4 쟁점(3)：장부가액 수정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전환될 경우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면 역
으로 상속재산을 곧바로 처분해야 하고 부의 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과도한 세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제도를 일부 활용하여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수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한 것은 주택상속의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소유하던 주택은
취득가액은 낮고 상속인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을 즉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자본이득세 과세방식은 기초공제가 있던 상속세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증
액해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쟁점(4)：다른 세제와의 조화
상속세는 오랜 동안 다른 세제와 조화를 이루어왔다. 만일 상속세가 폐지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된다면 상속세의 존재 하에 만들어진 세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차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증여세 개편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증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것과 동일하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장점을 갖는다. 즉 상속과 생전 증
여 간에 세부담이 동일해지므로 생전 증여를 유인하거나 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완전하게 폐지될 경우 개인소득세와의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을 증여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추후 자본이득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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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여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것이다. 즉 현금성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현금성 자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취득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정하여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재산 간의 중립성 훼손
을 피할 수 없다. 즉 증여자가 자산을 취득한 후 증여함으로써 장부가액 증액하여 추후 자본이
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증여세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상속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증
여세를 존속시키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조세중립성 훼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
인이 증여와 상속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개편 외에도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전환된다면 자본이득세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체계로는 상속세를 완전하게 대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체계에서는 주택과 주식 그리고 일반재산 사이에서 조세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주택
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과세되고 있으며 주식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일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하고 상속재산 유형 간에
조세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5.6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의 시사점
이번 절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본이득세
도입이 상속세의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본이득세 도입과정에
서 새로 생기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자본이득세 도입은 또 다른 불공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 상속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제가 출범하는 것이므로 세무행정상 부담도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직계가족과 제3자 간에 형평
성 문제와 현금성자산과 부동산 사이의 과세중립성도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시 여러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폐지한 12개국 중 6개국은 이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
고 운용 중이다. 이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
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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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004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던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
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상속세는 정치적 여론에 좌우될 수 있는 세금이며 우리나
라도 폐지 당시 스웨덴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여러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상속세와 자본이득
세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여러 상황에서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상속
세가 자본이득세보다 당연히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이 존재한다면 자본이득세의 재분배효과가 상속세보다 클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
체적으로 부의 불균형이 중간 정도이면서 상속세율과 상속세 과세범위가 넓어지면 자본이득세
의 재분배 효과가 상속세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는 전제 하에 자본이득세 시행시 해결해야 할 쟁점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취득가액 입증, 부채의 승계, 타 세제와의 조화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론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반드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열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 여론이다. 극단적인 부를 소유한 재벌가에서 상속세 없이 막대한
부가 승계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처럼 자신을 전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중산층에서 상
속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정치적 여론은 자본이득세 대체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여러 한계점이 있다. 스웨덴이라는 한 국가의 사례만을 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문제가 있으며 여러 제한된 가정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 분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의 실제 운용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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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inheritance tax can be replaced with capital gains tax in
Korea. To this end, first, the case of Sweden, which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in 2004 and
replaced it with a capital gains tax, was reviewed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reviewed.
One of the reasons that Sweden abolished the inheritance tax was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heritance tax on corporate succession and the rise in asset prices caused the inheritance tax to
be imposed on the middle class, thereby forming a negative political opinion on the inheritance
tax.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is similar to that of Sweden
at the time of its abolition.
Next, in this paper, simulation analysis was attempted under several assumptions.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as to compare the wealth redistribution effect of estate tax and capital gains tax
in different situations.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at the estate tax would have a greater effect
than the capital gains tax in terms of redistribution of wealth, it showed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may be greater than the estate tax if there is a social loss due to
the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is greater than the estate tax when the wealth inequality is moderate and the
inheritance tax rate and the scope of inheritance tax are widened. In light of the recent situation
in Korea,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ax should begin in Korea as well.
Finally, under the premise that a capital gain tax is introduced, issues to be resolved when the
capital gain tax is implemented were examined. It was found that the verification of the
acquisition price by the heirs, the succession of debts or unrealized losses, and harmonization with
other taxation such as gift tax, etc., were highlighted as majo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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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문승석*

1)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증여의 성격：증여는 상속과 함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의 하나지만, 그 양태는 상속
과는 달리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 수여
자(授與者)가 자연인으로 한정됨에 반해 증여는 수여자가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법인까
지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부의 이전형태가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
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상증법의 목적과 현황：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
운 거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법 규정만으로는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결국 사후적인 규제 입법을 불러왔으나 이런 규제 입법을 피하는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증여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이 계속하여 반복되었다.
상속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다양하지만 거래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를 추적하
거나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구조화되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할 때가 발생하고, 결국 이는
증여세법의 주요 목적인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어렵게 하였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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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의 과세대상 차이：거래의 복잡성 외에도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과세대상이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이익까지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은 과세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새로운 변칙적 조세회피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법에서 포괄주의 과세체계란 조세법규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할 때 그 대
상을 실제 경제활동에서 구별되는 개념들로 특정하여 이를 모두 열거하는 대신 일정한 추상적
인 징표를 제시하여 그 징표를 충족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주의의 실효성：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
과되었다. 그 간에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증이 있
었고 포괄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수차례의 법 개정도 있었다. 나아가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일반규정도 도입되는 등 과세절차와 계산방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증여세 포괄주의의 도입 이후에도 과세관청과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민법상의 증여와 예시적으로 열거된 규정을 위주로 한 과세과 판단이 주를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포괄주의 과세체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입법구조상의 ‘불명확 개념’과 ‘추상적
개념’에 따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증
여의제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포괄주의의 범위 이상으로 넓히는 기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포괄주의 체계에서 증여의제 규정의 의의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반면에 명확성 측면에서는 명문화된 증여의제 규정이 포괄주의 개념만을 근거로 과세하
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세법률주의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법의 체계 정당성을 제고하고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증여의제 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즉,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 과세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제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
해 개선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증여의제 규정의 검토 필요성：증여의제 규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고 법 구조적 측면에서 정
합성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증여의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완전포괄주의의 운영과
실행에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상증세법상의 완전포괄주의체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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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를 망라하여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의
제 규정의 본질을 규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 내에서의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며, 이를 통
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입법 및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현행 증여의제 규정의 검토
1. 증여의제 규정 일반
가. 증여의제 규정 개념
2019년 12월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입법에도 불구하고 증
여에 대한 개별적인 예시규정과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적인 예
시규정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입법의 효과가 있다면 추정규정과 의제
규정이 증여세법에서 차지하는 의미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파악을 위해서는 그 개
념과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증여개념 확대에 따른 증여의제 범위의 변화
<표 1> 열거주의 당시 증여 조항 요약
구분
일반적 증여

관련 조문
민법상 증여
합병시의 증여의제(제38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제39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제39조의2)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제40조)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41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의제(제41조의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제33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제34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제35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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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열거주의 당시 증여 조항 요약 (계속)
구분

관련 조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제37조)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1조의2)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제41조의4)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의제(제41조의5)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4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

<표 2> 열거주의 당시의 증여개념 및 증여의제 조문 현황
과세 관련 조문

과세 근거

증여개념 조문：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민법상 증여개념 차용)

증여개념으로 과세 가능

증여의제 조문：제32조～제43조

의제규정으로 과세 가능

증여추정 조문：제44조～제45조

추정규정으로 과세 가능

<표 3>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 당시 증여개념 및 증여의제 조문
과세 관련 조문
증여개념 조문；
제2조 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민법상 증여개념 차용

과세 근거
기존 증여개념규정으로
과세 가능

신규 포괄의제조항 도입：제42조 제2항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새로운 의제규정으로 과세 가능(*)

증여의제 조문：제33조～제41조의2

기존 의제규정으로 과세

증여의제 조문에 준하는 거래：제45조의2

기존 의제규정으로 과세

증여추정 조문：제44조～제45조

기존 추정규정으로 과세

이후 2004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의 확대는 종전과 다른 양상과 구
조로 이루어졌다. 이전 열거주의 및 유형별 포괄주의에서는 증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
로 세법상 ‘증여개념’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의제’규정의 구체적 사안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
졌으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서는 ‘증여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의 확대가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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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완전포괄주의 도입 당시 증여개념 및 증여의제 조문
증여개념 관련조문

증여의제 등 조문

제2조 정의

－

(세법상 증여 정의)
제4조 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

－
－

증여의제 조문：
제45조의2～제45조의5
증여추정 조문：
제44조～제45조

과세 근거
종전 증여개념에서 대폭 확대
과거 의제규정으로만 과세가능했던 것들이
개념충족으로 ‘증여개념’에 따라 과세 가능

의제규정으로 과세 가능
추정규정으로 과세 가능

그러나 과거 민법상 증여개념에 해당되지 않았던 의제 규정들이 확대된 세법상 증여개념에
포섭되는지는 따로 살펴볼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제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 그 사실이 증여의 과세요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
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와 같이 통상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의제로 과세되는 것은 본래 과세
대상의 개념 정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제범위는 과세대상의 개념범위
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적 의제 규정의 원리
가. 법적 의제의 개념과 역사
(1) 법적 의제의 개념
의제(擬製)의 사전적 의미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
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는 반사실적 인식 또는 인식수단이라는 점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분야는 물론 일상
에서도 자연스러운 개념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학문
부문에서는 의제의 개념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법학도 논리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입법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로 활용
되고 있다.
의제는 로마 시대에 원고를 시민으로 한정한 소송법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활용되기 시
작하였다가 추후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중에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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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또는 전제로 여겨졌다. 현재는 법적 의제는 법적 논증에서 법 규칙의 적용을 변경하기 위
하여 어떤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닐 수 있음에도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 또는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허위의 사실 가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파이힝거에 의하면, 의제는 주어진 법 규정으로 사고(思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사고방법이며 사실과의 모순은 의제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즉, 의제는 인
식의 대상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제는 어
디까지나 현실의 인식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제의 목적은 현실의
인식이지만 그 수단은 모순, 기교, 그리고 사고의 우회와 회피라고 할 수 있다.

나. 유사개념과의 비교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법적 의제라면, 법률상 추정은 추정
기초와 추정 대상이 일치할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추정과 달리 법적 의제는 반증을 통한 번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다시 말해 법
적 의제는 반증이 있어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증할 여지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른바 번복 불가능한 법적 추정은 의제와 다름없다. 이는 추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
만 의제의 본질을 갖는다. 왜냐하면 번복 불가능한 법적 추정에서는 반대사실의 입증이 허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유형화(類型化)는 각각의 구성요건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공통된 표지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
면서 파악된 대상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제와 유사한 면이 존
재할 수 있다.
유형화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이 아닌 공통성에 초점을 두고 이에 따라 일정한 그룹을 만들어
해당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화에 있어서는 개별성․특수성 보다는
전형적인 특성이 주요한 개념표지가 된다.
유추는 법률상 규율대상에 원래 포섭되지 않지만, 해당 규율대상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그 규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추는 특정의 규범적 상태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
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취급을 추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과의 관련을 고유한
속성으로 하는 법 의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의제와 유추는 원래의 상태를
다른 상태에 관련시키는 논리적 구조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적
의제의 본질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구성요건들의 어떠한 동일한 표지를 확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형식상 동일하지 않은 구성요건들의 이러한 동일성의 확인은 유추에서는 필
수불가결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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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구하고 법적 의제가 유추와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히
려 법적 의제가 가지는 유추와의 논리적 그리고 구조적인 친화성은 법적 의제의 한계를 설정하
는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첫째로, 법적 의제의 정당성은 법적 유사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둘째로, 법적 의제가 논리적 그리고 규범적으로 같은 취급을 위하여 같은 것으로 정해진 사
건에 대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외관상 공통점 또는 내적 유사점이 법적 의제를 형성하
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법적 의제와 유추 간의 차이에 불구하고, 법적 의
제의 한계가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관련된 요소들의 동일성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러한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동일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법적 유사
성을 넘어서 외관상 혹은 내면적인 유사성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유사성이 법적 의제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어렵다
고 본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 의제와 유추와의 개념적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사성은 아니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의 측면에 있어서 수용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관련성이 법적 의제에 의하여 포섭되는 요소 간에 확보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법적 의제의 필요성
법적 의제는 언제 필요한 것인가? 이를 사실의 증명 혹은 증명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의
제는 증명 없이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경우, 입증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
이 드는 경우, 또 반증이 가능하지만 반증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결
과에 이를 때에 나타난다. 아울러 입증할 수 없지만 법 이론적으로나 법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
우에 나타난다.

라. 법적 의제의 위험성과 정당성
(1) 법적 의제의 위험성
법적 의제로부터 가장 염려되는 위험은 우리가 ‘의제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라는
착각이다. 법학자들은 이를 ‘사물화의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즉 목적에 관한 일차적 관심을 그
수단에 대한 이차적 관심으로 대체하려는 인간의 성향으로 인하여 수단에 관한 관심이 일차적
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수단과 목적의 이미지에서 목적에 대한 관심이 왜곡되게 된다.
이렇게 의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면, 의제는 위험해지고 그 유용성보다는 부작용

98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이 커진다.
또 다른 위험은 언어적 위험이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위험은 학문적 위험일 수 있다. 즉 법적 의제가 원래 다른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학문적 허위를 초래한다
는 것이다.
결국, 법적 의제를 통해 법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법규범의 명
확성 혹은 신뢰성의 손실에 의해서 일정부분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법적 의제의 정당성
법적 의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하여 입법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
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의제가 기본권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으로써 위헌
적인 상황을 초래할 때에는 그 정당성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가 있다. 한계의 필요성이 있다.

마. 의제 규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적 의제는 입법의 형식적 표현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것이지만 입법의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적 의제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 기준으로 모든 규범정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헌법적 기준을 사
용하여 법적 의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구성하고 있
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정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법적 의제애 대한 정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일반적 평등의 원칙
결론적으로 법률의제가 담고 있는 비동일성이나 법체계에서의 예외적 규율은 헌법상 가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기존 법체계의 일관성이나 유사성이 깨뜨릴 정도의 전혀
상이한 내용의 법률의제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 등의 평등원칙에 따라 그 위헌성 여부가 검
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의 원칙은 법률의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 과잉금지와 비례성의 법칙
법적 의제의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목적과 수단 관계에서 적정성을 의미하는 비례성의 원
칙이 법률상의 의제형성의 일반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각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이익형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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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법률의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한계를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다. 즉,
비례성원칙은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의제규범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평가가 문제되는 경우에 중
요한 판단기준을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원칙으로부터 법률의제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개별적인 의제규정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이 매우 중요한 헌법상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4) 확정성의 원칙

3. 현행 개별 증여의제 규정의 분석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45조의2)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3)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Ⅲ. 외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본 명치시대의 구상속세법을 근간으로 한 조선상속세령을
바탕으로 지금의 일본의 상속세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증여의제의 경우에
는 더욱이 일본의 상속세법을 거의 모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울러 일본법은 대
륙법의 근원인 독일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전후에 콜롬비아 대
학의 Shoup, C.S의 세제권고 이후 영미법의 요소가 상당히 더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가깝게는 일본 그리고 멀게는 독일과 미국의 영
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증여세제에 대한 체계와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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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독일, 일본의 증여세제 요약
구분

미국

독일

증여개념

연방세법에는 없음

조문에 있음

정의조항의 유무 (재무부시행규칙에 있음)

일본
조문에 없음

(법 제7조 제1항 1호)

납세의무자

증여자

수증인

수증인

세법상 증여개념

사실상 모든 무상이전

사실상 모든 무상이전

민법상 증여와 동일

제2511조 일반조항

제7조 1항 1호 일반조항

제9조 일반증여의제조항

제2513조～제2519조

제2호～제10호, 제6항,

제2조의2, 제5조～제8조

구체거래예시조항

제7항 구체거래 예시조항

구체거래 열거조항

없음

제7조의6항, 제7항

제9조

과세대상 조문
증여의제 규정

－ 증여개념의 범주에서
증여의제 규정의

－사실상 증여개념에 포섭

특징

－진정한 의제조항 아님

벗어남
－사실적으로는 제한적
운용

포괄주의 조항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과세체계

제7조 제1항 1호

제9조 증여의제 일반조항

일반조항

(형식상)

행정규칙 및 판례로

재무부규칙과 판례

기본통달과 판례

포괄주의

포괄주의

제2511조 일반조항

헝식상 포괄주의,
실질은 열거주의

상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포괄주의 체계에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아예 없으며, 독일이 경우에
는 증여의제 규정이 있으나 규정의 내용이 정책목적이나 특정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
다는 실질적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라 본질적인 의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은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 증
여에 해당되며 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정책목적의 증여의제 규정의 남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현행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에 비해
과세체계의 안정성과 정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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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의 의제 규정 존속의 불합리
가. 현황 및 문제점
(1) 포괄주의 체계와의 부조화
포괄주의 조세 입법이라는 것은 조세법규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실제 경제
거래에서 구별되는 사례를 특정하여 전부 열거하지 않고, 일정한 추상적인 징표를 충족하는 모
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말한다. 이처럼 포괄주의 방식의 조세
입법은 결국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부득이 ‘불명확개념’을 사용하게 되며, 포괄주의 조세
입법의 헌법적 쟁점은 바로 이러한 불명확개념의 사용과 관련한 제반 헌법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불명확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 추가로 의제 규정을 통해서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세목의 본질에 맞지 않은 과세대상의 확대이다. 이미 포괄주의의 도입으로 개념상
증여거래에 해당할 경우 일반규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결국 그 거래의 본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디 의제라는 것은 사실의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 확정의 수단이다. 조세법에 이
와 같은 의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 세법상 개념의 명확화
를 기하는 면이라 할 수 있지만,
포괄주의에 따라 증여거래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나 포괄주의 개념에도 포섭되지 않은 거
래에 대해서 의제 규정을 두어 과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증여세법상 의제 규정은 세법상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의 입법이 아닌 징
벌적 성격의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세법상 본질적인 증여개념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오히려 포괄주의 개념 하에서의 간주의제 규정은 포괄주의하에서의 불확정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높이는 쪽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증여세법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보면 모두 과세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증여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증여의제 조항은 모두 경제적 증여(재산의 무상이전)의
범주에 들어가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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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우리나라의 증여의제 조항의 성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법에 있는 현행 의제 규정은 포괄주의 체계 하에서의 불명확성을 보충하
는 역할로서 존재하는 규정이 아니라 포괄주의 개념을 넘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규
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세목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며 입법 체계의 정당성도
훼손하고 있다.

(2) 과세대상과 세목의 부조화
(3) 유도적 기능으로서 증여의제 규정의 한계

나. 개선방안
(1) 증여의제 규정의 완전폐지 및 행정질서법 등으로의 이관
포괄주의와 증여세법의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행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하고 해당 규
정들은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하여 증여세법 내에서 과태료규정이나 별도의 행정질서법으
로 규율하는 것이다.

(2) 증여의제 일반규정의 창설
현재의 증여의제 규정들은 모두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만약 현재 세법의 틀 안에서 계속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현행 모든 증여규정
에 빠짐없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모든 증여의제 규정에 적용시켜야 하는
공통적인 제한조건이 필요하며 이는 증여의제의 일반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 틀 안에서 질서유지적 조항들의 동류성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가)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여부
증여의제의 일반규정에 과세요건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조세회피’와 관
련된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가 아닌 사실관계를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회
피방지’라는 최소한의 정책적 유도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단서를 증여의제의 각 개별조문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일반원
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증여의제를 통한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대전제를 밝히는 의미
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증여의제 규정의 각개별 조문에 대한 대전제가 되는 일반규정
인 ‘조세회피목적’ 조문을 창설함으로써 포괄주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의 측면을 고려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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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증책임의 문제
증여의제에 대한 일반규정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다. 입증
책임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과세권자와 납세자 중에서 누구에게 두
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행 증여의제 조항 중 유일하게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단서 조건을 두고
있는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보면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추
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국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다. 이는 증여의제 규정의 실효
성을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인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보다는 입증가능성 측면에
서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새로이 창설되는 증여의제의 일반규정에도 조세회
피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회피되는 조세의 범위
신설 제45조의2(증여의제의 일반적 원칙)
①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의 증여의제는 당해 거래나 사실관계가 공정성을 해치는 조
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
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상기와 같이 현행 증여의제 규정 조문에 앞서 ‘증여의제의 일반적 원칙’ 규정을 창설하여 각
각의 증여의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될 것을 분명히 하여 정책적인 유
도목적이 있음과 동시에 법의 목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경제의 발전과 변모에 따라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 아래에서 포괄증여 개념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증여의제 조항으로 규율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포괄주의
도입 이후 1개에 불과했던 의제조항이 현재 4개로 증가했음을 보아도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 의제조항의 창설로 의제조항의 증가에 따른 과세의 남용이 방지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공정성 기준에 따른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정 목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찾아볼 수 있으며 목표로서

‘공정한 과세’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주의 체계 하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공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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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올바른가 하는 것은 당해 법률의 존재 필요성과 닿는 것이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지 17
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입법 구조상 의제 규정 존재 자체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에 대한 대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
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公定)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
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
정 목적은 일차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조의 목적인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방편으로 증여의제 조
항을 검토하였을 때, 각 조항의 내용은 전혀 과세 공평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법의 목적
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의제조항들은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의제 과세대상이 모두 삭제되었을 때 법의
제정 목적과 부합되어 의미 있는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나. 개선방안：공정성 목표 실현을 위한 일반규정의 보완
우리나라 역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개념을 벗어난 의제 규정이 존재하
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정성 목표를 보완하려는 방편이어야 한다.
공정한 과세는 결국 조세회피방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때 현재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방지라는 조건의 틀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신설 제45조의2(증여의제의 일반적 원칙)
①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의 증여의제는 당해 거래나 사실관계가 공정성을 해치는 조
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
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에게 의제증여재산이나 의제증여이익을 제공하였을 때
2.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의제증여이익
을 제공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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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의제 일반원리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의 검토
가. 현황 및 문제점
법적 의제의 헌법적 기준을 현행 증여의제 규정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2장
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적 의제 규정의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기준은 ‘일반적 평등의 원칙’,

‘비례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원칙’과 ‘내용상 확정성의 원칙’이
있다.

나. 개선방안：증여의제 규정 입법심사기준 마련
현행 증여의제 조항을 헌법적 가치인 일반적 평등의 원칙 그리고 비례성 및 과잉금지의 원
칙, 법적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의 원칙으로 평가해 보았을 때 모든 의제조항에 있어서 여러가
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 원칙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현행 증여의제 규정
은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는 정책적․유도적 측면을 존중하면서
이 조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극대화하고 구조적인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의제조항과는 별개로 향후 창설될 수 있는 신규 증여의제 조항
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일반적 의제조항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입법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
입법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현행 증여의제 규정은 ‘법적 의제’를 수단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 의제의 한계 속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증여의제 조항 역시 일반 법적
의제 조항의 범위로 설정된 헌법적 가치를 그 테두리로 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심사기준으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증여성 여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목적과 수단 관계의 적정성을 엄격한 비례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셋째, 법적 의제의 한계로 작용되는 기준을 담은 증여의제 일반규정의 창설이다. 증여의제에
대한 일반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의 2절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증여의제 일반규정
에 법적의제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담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향후 입법될 의
제규정 및 이미 제정된 현행 의제규정에 대한 제한규범의 역할을 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에서 벗어난 과세행정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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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5조의2(증여의제의 일반적 원칙)
①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의 증여의제는 당해 거래나 사실관계가 공정성을 해치는 조
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
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에게 의제증여재산이나 의제증여이익을 제공하였을 때
2.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의제증여이익
을 제공하였을 때 ①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의 증여의제는 당해 거래나 사실관
계가 공정성을 해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본조에 따른 증여세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회피되는 조세를 한도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4항을 보충하여 개별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증여세가 회피되는 조세
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여 법적 의제가 갖추어야 할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훼손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별 증여의제 규정은 존치하여 정책유도적 목적을 일정 제한조
건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행 개별의제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명의신탁증여의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증여 성격을 벗어난 증여의제의 문제
이와 달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여전히 의제 규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바, 명의신탁 증
여의제는 새로운 증여개념으로도 도저히 포섭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동일 규범 내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
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적 요청을 말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당해 증여의제 규정은 무상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
를 규제하기 위한 제재 장치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는 과징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체계에 맞지
않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간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 더욱이 법의제가 헌법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의제가 담고 있는 비동일성이나 예외적 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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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당해 의제조항은 오히
려 이에 상당히 어긋나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리가 강화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체계와의 부조화

2004년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을 강화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공평주의에서 파생된 것으로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 실현되는 구체적 원리
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실질과
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개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여전히 예외 구역으로 남아있다.
(다) 타 의제 규정과의 부조화 및 통일성 결여
(라) 유도적 기능만을 중시한 중복규제의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가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삭제를 통한 정합성 제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에서의 과태료 조항의 신설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세법 내에서 과태료 규정을 두어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금지를 유도해 볼 수 있다. ‘제8장 벌칙’장을 신설하여 제87조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 조항
을 입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8장 벌칙>
제87조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벌칙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
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을 말한다)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
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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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의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있어서의 자의성 문제
우선 거래비율요건을 볼 때 수혜법인의 규모에 따라 과세요건을 이루는 거래비율(정상거래비
율)에 차별을 두고 있다. 수혜법인의 규모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일반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상거래비율을 50%, 20% 그리고 5%로 한정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증여성 거래라고 보고 과세를 할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상비율을 달라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상거래비율을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의성 문제가 나타난다. 특수관계법인간
의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규정 중 중요한 과세요건인 정상비율에 대한 규정을 동조 제4항을 통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인 정상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나) 기업규모 간 정상비율 차등의 합리성 문제
(다) 정상거래금액의 상대성에 따른 조세공평성 훼손
(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문제

(2) 개선방안
(가) 증여의제 규정의 폐지 및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의 대체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

1항은 ‘사업자는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7. 사업자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
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
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아울러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는 제23조의 규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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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비록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현행 증여세법상 포괄개
념의 증여에도 포섭되지 않는다면 이를 굳이 의제를 통해서 증여세로 과세하기보다는 행정질서
법인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혜법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현행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조
치)에 추가하여 동일한 법에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정조항：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규정의 확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와 그 수혜법인의 주주(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혜법인의 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예외조항 등의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행정질서
법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이익에 해당되지 않은 정상이익에 대해서 정상비율을 과세요건
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정상비율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증여이익으로 보고 과
세를 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상비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기업간 정
상비율의 차등 규정 또한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 예외조항의 설정
일감몰아주기의 제공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3조의2는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는 사실상 예외적인 단서가 있는 바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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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항을 설정
<신설조항>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가 있을 경우
2.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다른 사업자와
비교가 있을 경우
3. 보안이나 긴급성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4. 장기거래로 인한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와 같은 효율성이 있을 경우

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선방안
(가) 행정질서법 등 타 법규에서의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라 함) 제23
조의2의 제1항 2호에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할
것이다. 동일성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지배여부로 하되 객관적 기준으로 지
분율 80%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의 시행령을 통해서 마련되여
야 할 것이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문의 구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조항：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규정의 확대>
제24조의2(과징금) 개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
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
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와 그 피지원회사의 주주(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법인
의 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지원회사의 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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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산개념의 삭제 및 합산과세제도의 도입
당해 의제 규정을 지금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계속하여 존치시킨다고 한다면 불확정개
념인 사후정산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사후정산 개념은 당해연도와 같은
증여이익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개념이
다. 이는 과세요건은 과세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 전제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예외조항 등의 신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조항>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항신설
⑦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수혜법인의 이익은 정상초과이익을 의미하며 정상
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매년 국세청장이 정하여 발표하는 
수혜법인의 수혜법인의 
－
1－
＝정상초과이익
×
영업이익
업종별 단순경비율
영업이익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현황 및 문제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제45조의5)의 증여의제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 혹은
해당법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특정법
인의 주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
이를 엄밀히 보았을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이와는 다르게 이
미 거래 당시부터 거래 당사자와 특정법인간의 거래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 확정
됨과 아울러 특정법인의 주주 또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장래에 배당이익이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비
록 과세대상 이익의 성격이 증여이익이지만 이는 특정법인 입장에서 볼 때 증여이익이지 그 주
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규정대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그 증여이익을 과세한다면 사실상 특정법인 자체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에까지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상법의 법인격에 대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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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인격 부인론’의 이론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
준으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데 당해 의제조항은 주주가 얻는 주식가치의 상승을 특정법인과의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정법인의 주주입장에서 보면 단지 피투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가치가
상승한데 불과하며 향후 상승된 가치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예견됨에도 불구하
고 이를 직접거래로 해석하여 부당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볼 것이다. 특정법인과 거래를 특정
법인의 주주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만 당해 이익이 주주 입장에서는 ‘증여이익’에
해당될 것이다. 즉, 세법상 특정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때만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정당
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로도 결점의 보완이 어려운 이유는 현 세법에서는 특
정법인에게도 여전히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중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납세의무자의 축소를 통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을 적용시킬 과세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
요가 있다. 즉, 주주의 입장에서 증여이익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특
정법인과 주주의 관계를 더욱 밀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를 대폭 강화하여 ‘지배
주주와 그 가족의 주식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로써 현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되어 있는 납세의무자 요건을 상당한 정도로 축소시키
고 이를 통해 법인과 주주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의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법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입장과 특정법인의
동일화되므로 해당 거래이익이 직접적인 증여이익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과세대상의 축소로 인해 과세권의 남용이 지속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Ⅴ. 결 론
증여는 상속과 함께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의 하나지만, 그 양태는 상속과는 달리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 수여자(授與者)가 자연
인으로 한정됨에 반해 증여는 수여자가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법인까지도 확대되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하여 부의 이전형태가 상속보다는 증여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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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상속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도 다양하지만 거래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를 추적하
거나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구조화되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할 때가 발생하고, 결국 이는
증여세법의 주요 목적인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어렵게 하였다. 거래의 복잡성 외에도 증여는
상속과 달리 과세대상이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이익까지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그 간에 포
괄주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증이 있었고 포괄주의의 완결
성을 높이기 위한 수차례의 법 개정도 있었다. 나아가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 일반규정도 도입되는 등 과세절차와 계산방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증여세 포괄주
의의 도입 이후에도 과세관청과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민법상의 증
여와 예시적으로 열거된 규정을 위주로 한 과세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포괄주의 과세
체계 자체가 지닌 입법구조상의 ‘불명확 개념’과 ‘추상적 개념’에 따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
겠다. 더욱이 포괄주의 과세체계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포괄주의의 범위 이상으로 넓히는 기형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고 법 구조적 측면에서 정합성에 어긋나는 점
이 없는지 검토하고, 증여의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완전포괄주의의 운영과 실행에 문제가 되
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완전포괄주의체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증여의제 규정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 및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따라서 포괄주의와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여성이 없는 증여의제 조항 전체를 폐
지하되 단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직접적 관련성이 큰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거나 세법 내에
서 세목이 아닌 과태료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증여의제 규정은 법적 의제의 일반적 원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목표인
공정성을 기준으로 검토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목
적인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방편으로 증여의제 조항을 검토하였을 때, 각 조항의 내용은 과세
공평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
의제가 바탕으로 하여야 할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증여의제 조항은 이 원칙에 벗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강화하려는 방안
으로 증여의제의 일반적 원칙규정에 증여의제로 부담할 조세의 한도를 설정하여 침해되는 권익
을 최소화하는 방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14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셋째, 앞의 증여의제의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과는 별개로 개별증여조항의 문제
점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의 문제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은 증여 성격을 완전히
벗어난 조항으로 현행 증여세법 구조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체계정당성의 문제와 의제 조항 간의 비동류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유도적 기능
만을 중시하여 중복규제의 문제점도 갖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
항의 과감한 삭제가 필요하며 별도의 유지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장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감안하며 단기
적 방안으로 고려해 봄 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의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자
의성이 문제가 된다. 이는 수혜법인의 규모에 따라 두는 정상거래비율의 차이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과세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아울러 동일한 정상거래비율 아래에서
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상거래금액의 한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동일 정상비율군 내에
서 오히려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여세 부담이 적게 나타난다. 이의 개선을 위해 독점거래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 조항을 개정하여 수혜법인에 대한 제재를 경제 질서법
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신설하여
과세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항은 미실
현이익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사후정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과징금) 조항에 수혜법인의 주주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
켜서 경제 질서에 대한 사항은 경제질서법으로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현
행 세법 내에서 해당 규정을 존치시키되 과세대상 이익의 개념을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초과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상적인 영업이익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토대로 설
정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는 사실상 법인격 부인
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증여이익의 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당 주주의 입장에서는 직
접적인 증여이익이라 볼 수 없고, 투자에 따른 지분가치의 상승으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고
이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추후 양도세나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예정되며, 당해 특정법인도 법
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대상 축소이다. 즉,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자간의 관계를 보다 밀접시
켜 사실상의 경제 동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여 그 폐해를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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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담사례와 전문가 면담을 중심으로
1)이은하*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속․증여 상담 사례를 통해 현행 상속
세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517건의 상담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전증
여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을 활용한 세무계획, 법인을
활용한 세무계획, 기타 상속증여 세무계획으로 구분하고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세무계획 사례를
소개하고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상담 사례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산층조차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데다 현행 최고세율 50%는 고액자산가들로 하여금 이민까지도 고려하게 만드는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무전문가 10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 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산가치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일괄상속공제 5억 원을 확
대하고, 부모 중 먼저 사망한 자의 사망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일괄공제 5억 원 금액이 있다면 잔여
금액을 남은 부모의 사망 시에 이연시켜 공제받게 하는 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에 대해서 최소
10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현실성 있게 수
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고액자산가들이 이민을 고려할 정도의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고 자산가치
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이 혼재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실행에 맞춰 기준시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계획을 유형화하고 해당 세무계획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행 세법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세무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상속세, 상담사례, 세무전문가, 상속공제, 부동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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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20년 사망한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의 상속세는 12조 원1)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우
리나라의 상속세율2)이 OECD회원국 상속세율 평균인 15%를 크게 상회하면서 과도하다는 사
회적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자신이 죽은 후 상속재산의 50%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세로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부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이제 상속세는 비단 재벌 총수와 상위 몇 %안에 드는 부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
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졌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2021년 7월 기준으로 서
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1억 원3)을 돌파했다. 다른 자산이 없이 서울에 평균가격의 집 한
채만 보유하다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가 1억 2천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
소 공제액인 10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는 상위

2%만 내는 소위 ‘부자 세금’이라는 공식도 깨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에 대한 찬반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상속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상속세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상속세는 기
업의 원활한 승계를 방해하고 개인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부담을 대
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측의 주장은 자신의 입장에 근거한 주관적 가정 하
에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선행논문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실제 상담사례 및 상속세 상담을 전담하는 세무전문가들
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논문
에서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A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517건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상담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제 상
속세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 10명과의 면감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단순한 이론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1) 서울경제 2021년 5월 1일, ‘이건희 상속세’ 12조 세계 최고, 60%세율도 세계 최고
2) 일반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나,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할증세율이 추가되어 60%에 달한다.
3)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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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세 상담 유형
2.1 상담의 기술통계
본 연구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당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517건
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당 증권사 VIP컨설팅팀은 VIP고객4)
을 대상으로 세무, 부동산, 법률에 관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거래하는 지점의 담당WM(Wealth Manager)을 통해 VIP컨설팅팀
에 신청하여 대면, 유선 또는 화상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대면
상담이지만 간단한 질문의 경우 유선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
믹으로 인해 화상 컨설팅도 확대되고 있다.
<표 1> 상담 고객 연령 및 자산
a

연령

인원수(명)

자산규모

인원수(명)

30대 이하

11

1억 원 이하

86

40대

50

5억 원 이하

182

50대

134

10억 원 이하

118

60대

203

20억 원 이하

59

70대 이상

109

30억 원 이하

29

법인

10

30억 원 초과

43

합계

517

합계

517

a. 당 증권사 잔고 규모

<표 1>에서는 본 연구의 표본이 된 상담 고객의 연령대와 자산규모를 보여준다. 연령대를 보
면 30대 이하 11명, 40대 50명, 50대 134명, 60대 203명, 70대 이상 109명, 법인고객이 10명으
로 6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 입장에서 본인이 사망 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망을 대비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는 숫자가 훨씬 적었다. 아무리 절세목적이라고 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상속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상담 당시를 기준으로 당사 잔고 금액은 5억 원 이하 268명, 10억 원 이하 118명, 20억 원 이
4) 당사 잔고와 수익 기준을 만족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및 패밀리 오피스 서비
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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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59명, 30억 원 이하 29명, 30억 원 초과 43명이다. 당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사로 최근

5년간 이루어진 세무컨설팅 건수는 총 5,915건으로 연평균 1,183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상담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로 고민하는지에 대한
대표 유형들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상담사례와 저자의 경험5)에 근거해서 최근 5년간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세무컨설팅 내용이 부유층이 자녀에게 수익형 부동산을 사전증여하거나 상속
세를 절세하기 위한 전통적인 상속․증여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 4월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되고 2020년 종부세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주택 증여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6)
둘째,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종전에는 상속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
들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이 됨에 따라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의 자산가인 부모들이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면, 최근 들
어서는 아직 자산형성이 크게 되지 않은 젊은 부모들도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과 같은 주식을
어린 자녀의 명의로 증여해놓는 등 사전증여에 관심을 갖는 자산규모와 연령층이 확장되었다.
일찍부터 미리 증여해서 상속세는 물론 증여세도 줄이는 절세야말로 확실한 재테크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2.2 상담유형
주요 상담 내용의 유형은 크게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표 2> 상속세 관련 주요 상담 유형
구분

내용

건수

유형1

사전증여 관련

323

유형2

상속공제 관련

112

유형3

상속 부동산

62

유형4

법인 활용

47

유형5

기타(납부방법, 이민, 비거주자 등)

46

합계

590

중복

(73)

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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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자는 A증권사에서 15년간 VIP고객 대상 세무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3천여건이 넘는 상담을 진
행하였다.
6)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파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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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6)

가. 유형 1：사전증여를 활용한 세무계획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죽고 나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줄지 아니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적절한 증여 시기 및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증여는 자녀에게만 하면 되는지 증여 대상을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분산
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함
에 따라 자녀 대신 손주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미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
한 재산이 많아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자
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10년인 반면, 손주에게 증여하면 5년으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증여자가
고령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느껴져서이다. 배우자 증여에 대한 상담도 꾸준하다. 배
우자 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부의 세대이전 효과는 없지만, 주로 부동산 양도세를 줄
이기 위한 목적 또는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 재산을 분산해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
한 목적,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사전증여가 주로 상속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많이 검토되었지만, 최근에는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건수도 급증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증여
에 대한 취득세율이 크게 늘어났음7)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
부세’라고 한다)때문에 증여를 결단하는 사례 또한 늘어났다.

나. 유형 2：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이 일어난 후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속공제는 얼마
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상속세는 얼마인지, 상속세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로 확정된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 재산이 상
속재산이 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
문은 사망일 전 1년 이내, 2년 이내 예금인출액 등에 대한 상속추정재산8)과 10년 이내 상속인
년 9.13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했고, 2020년 주택의 증여 건수는 15만 2천
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7) 2020년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
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상향되었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1항,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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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해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재산9)에 대
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활용할 수 있는 세무계획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채와 상
속공제들을 빠짐없이 최대한 공제받는 일이다. 가령,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 중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 한도금액까지는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상속공제 중 가장 금액이
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으면 좋은지, 상속세 연대
납세의무를 활용해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내주는 방법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다. 유형 3：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무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은 크게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슈
가 있다. 첫째,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상속 부동산은 상속세를 내
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해당 부동산외 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함)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공제하고 나면 상속세가 없더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령, 상속받은 상가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이고 시가는 10억 원
이라고 가정하자. 상속공제 금액 이내여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가를 상속인들
이 나중에 10억 원에 팔 때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가를 상속받을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에 가까운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
더라면 상속세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중에 상속인들이 내야 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양도세까지 고려한 상속세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던 농지 또는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어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됨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누가 받는 것
이 유리한지, 기존에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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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형 4：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세무계획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절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종전에는 주로 상가 임대업에서 법인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다주택자
의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진 2018년부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
나 기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생겨났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비상장법인 주
식을 증여하고 초과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하지만

2020년 6.17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에 대한 세법 규제를 강화10)함에 따라 법인을 통한 절세 효과
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시 절세방안 및 자녀가 창업하는 자금
을 증여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한 문의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규모가
커서 비중이 있는 편이다.

마. 유형 5：기타 상속증여 세무계획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재원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유독 큰 우
리나라11)의 경우 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 마련에 어려움
이 있어서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가 많아짐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상담도 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간 주춤하긴 했으나,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세 및 아예 본인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문의도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죽고 난 후 재산
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느니 자녀가 이미 자리잡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상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 법인이 주택 보유 시 종부세 중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
과세
11) 2021년 7월 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미국 71.9%, 일본 62.1%, 영국 54.8%에 비해 우리나라는 35.6%수준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4%로 월등히 높았다(2019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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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담사례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5가지 유형별로 관련 세법을 검토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을 통해 납세자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현행 세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무계획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3.1 유형 1：사전증여
[사례 1] 60세인 P씨는 30억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사전증여

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P씨는 사전증여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얼마일지, 사전증여를 하
면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P씨의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녀 한 명
씩을 두고 있다.

가. 관련 세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 등에 대해서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사망일 당시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는 커진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
해서는 50%세율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높은 누진세율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망 직전에 증
여를 통해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
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된다)(상속세
및증여세법 제13조 1항).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면서 증여세만 내고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최소한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절세효과가 아예 없는 것
은 아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
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르기 때문이
다(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13－0－7). 즉, 자녀에게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증
여일 당시에는 3억 원이었는데 상속개시일에는 5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가
액은 3억 원이다. 증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증여했다면 증여일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상속세만큼은 절
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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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 증여 관련 세무계획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0년 단위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날 때
마다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미래에 발생할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다. 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증여해 놓
고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불리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재산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다
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
여놓으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자녀에게 자금출처가 필요한 경우에 증여를 한다. 자녀의 결혼
자금 또는 스스로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자녀가 주택을 사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보
태줘야 하는 경우에 증여가 이루어진다. 셋째, 최근에는 양도세와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을
절세할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 대신 증여
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증여의 대상은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후에 팔아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다.
사례의 P씨가 23년 후 83세12)에 사망한다고 가정 시 상속재산 30억 원13)에 대한 상속세는 8억

4천만 원14)이다. 한편, P씨가 60세와 70세가 되었을 때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억 원씩 두 차례
에 걸쳐 증여했다면 건당 8천만 원씩 총 3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사망 시에
는 남은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이 발생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합하면 총 4억

1천만 원이다.
단순 비교했을 때, P씨가 증여없이 그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해서 상속세를 낸 경우와 P씨가

60세와 70세 때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하고 83세에 사망한 경우는 4억 3천만 원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10년에 걸쳐 두 번 증여함에 따라 4억 3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전증여의 절세효과는 자산의 규모, 기대여명, 재산의 가치상승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하
지만 상속세가 발생하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사망할 때 한꺼번에 재산을 물려주
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현행 세

12) 통계청 간이생명표에 따른 2019년 60세 남자 기대여명(23.3)을 반영하여 가정함.
13) 30억 원에서 생긴 수익은 모두 생활비로 소비해서 미래의 자산가치도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14) 배우자는 없고,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받는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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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에서는 최대한 일찍부터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절세 목적상으로는 유리한
것이 확실하다.

3.2 유형 2：상속공제
[사례 2]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알아보고 있는 상속인 K씨.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은 50억 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어머니(W씨)와 K씨, 그리고 K씨의 동생이 있다. 상속세를 절세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례 3] C씨와 H씨 부부는 그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C씨 명의로 재산이 편

중되어 있다. C씨는 12억 원 가량, H씨 재산은 3억 원 가량이다. 최근 H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C씨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다.

가. 관련 세법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공제 항목의 요건을 잘 점검해서 꼼꼼히 챙
겨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공제 중 가장 큰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5억
원보다 큰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이며 자녀는 각각 1씩이다.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이하인 경우는 5억 원을 공제받지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아래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상
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min(➊, ➋)
➊ 상속재산가액(총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한 재산)×배우자 법정 상속지분－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➋ 30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배우자의 재산이 늘어나서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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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 해결책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연대납세의무15)가 있기 때문이다.

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한다. [사례 2]에서

K씨의 상속인은 배우자(W씨)와 자녀 2명으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1.5/3.5인 약 42.8%이
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금액이나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다고 가정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보자. 상속재산 50억 원의 42.8%인 21억 4천만 원이 배
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으로써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21억 4천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역시 고령일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재산에 또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이 가는 것도 절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한 살리고, 나중에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다. 상속세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계
산되는 유산세 방식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나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낼 때는 일반적으로 전체
상속세를 각자 상속받은 재산비율로 나누어(안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낸다. 그렇
지만 상속만 받고 상속세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연
대납세의무가 있다(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3의2－0－1).
예를 들면, 상속재산 50억 원에서 배우자인 W씨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인 21억 4천만
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21억 4천만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공제받아 과세표준 23
억 6천만 원에 대해 상속세는 7억 8,400만 원이다. 상속세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자녀들과 나눠 내지 않고 어머니인 W씨 혼자 다 내도 된다. 즉,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W씨가 자녀들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 받아서 상속세는 줄이면서, 상속세 낸 만큼 W씨의 재산이 감소하니 나중에 W씨가 사망했
15)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3의2－0－1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
여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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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상속세 부담을 아낄 수 있다. 결국 자녀들이 냈어야 할 상속세인 4억 4,800만 원만큼을

W씨가 대신 내준 셈이다. 이는 유산취득세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사람 대신
증여세를 내주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부부 중 먼저 사망하는 사
람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
이 먼저 사망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사례3]에서 가령, H씨가 먼저 사망
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H씨는 상속재산이 3억 원으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난 후 C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 12억 원에서 배우자는 없으니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7억 원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만약 사망 순서가 바뀌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C씨가 사망 시 12억 원에서 상속공
제 10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3천만 원이다. 그리고 나서 H씨가 사망
할 때 상속재산은 3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는 없다. 부부의 사망 순서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상속세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이 또한
재산이 많은 경우 차이가 더 커진다.
현재 C씨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C씨가 보유한 12억 원 중 6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
여하는 것이다.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없다면 6억 원은 배우자증여공제로 공제받
을 수 있어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고 난 후 H씨의 재산은 9억 원이 되고, 사망 시 10억 원까지
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다. 남은 C씨의 재산은 6억 원으로 줄어들어 사망 시 상속
세는 1천만 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6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1억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속세가 1억 4천만 원이나 줄일 수 있다. 이때 C씨가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하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인 6억 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16) 따라서 C씨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하는 방법으
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16) 사전법령해석재산2019－613(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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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형 3：상속 부동산에 대한 세무계획
[사례 4] B씨의 상속재산은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 가량 하는 단독주택이 전부다. 단독주택

의 시세는 12억 원 가량이다. B씨의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로 10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없으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했다.
[사례 5] 100억대 자산을 보유한 70대 J씨는 현금 부자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돈

으로 빌딩 같은 부동산을 취득해 놓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가. 관련 세법
우리나라 상속재산에서는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상속세 결정현황 중에 부동
산의 비중은 62.85%이고 유가증권의 비중은 37.15%였다(국세통계포털 2019년 6－2－8). 부동
산을 상속받을 때는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당장 상속세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양도세까지
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추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가액이 된다. 따라서 상
속받을 때,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받았는지가 나중에 상속인들의 양도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또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時價)로 평가하는 것이 원
칙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란 상속의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
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의 가액’이라고 한다)가 있
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한다. 시가로 보는 사망일 전후 6개월의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한다.
평가기간 내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도 시가로 본다. 이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 평가기간 외 기간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도 있다. 상속은 사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
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다(상
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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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무계획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
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된다. [사례 4]에서 상속받은 가액은 나중에 상속인들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된
다. 즉, 몇 년 후 상속인들이 이 단독주택을 12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6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
가액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공제 내로 상속세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속인
들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2억 원으로 감소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없
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추후 발생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등은 사망일 당
시 잔고로 평가된다. [사례 5]에서 J씨 사망일 당시 잔고가 100억 원이라면 100억 원이 상속재
산이 된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순금융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 앞의 세법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 등의 가액인데 꼬마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건
물은 시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평가기준
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방법에 대한 세법규정을 이용해서 현금 부자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
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2년이 지난 후에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 또는 상속하는 방
법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다.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
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종전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아
니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19년 2월 세법의 개정으로 법정결정기한까지 기한이 연장된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
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7)
17) 국세청, 2020년 1월 31일,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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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형 4：법인을 활용한 세무계획
[사례 6]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씨는 소득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기분이다. 현재 개

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가. 관련 세법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세법을 적용받는다. 법인 관
련한 상담 사례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
환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
는 세율이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인 반면, 개인의 소득세율은 6～45%이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라면 20%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이면

45%세율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큰 개인사업자는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개
인소득세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한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용해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유리하게 받으려는
목적도 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는 앞서 살펴본 부동산의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시가(주로 감정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한
편,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차입금 등을 이용
해서 부동산 비중을 자산총액의 80%로 낮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의 가중평균으로 주식가
치를 평가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으려고 한다.
셋째, 잉여금이 많은 법인의 주식을 일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여 자
녀의 재산을 불려주려는 목적이다.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높으면 소득세만 내
면 되었기 때문에 유리했다. 하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도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이 외에도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과되자 법
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
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보다 훨씬 세부담이 감소했고 종부세 역시 인별로 합산되어 공제금액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하는 형태로 분산시켜 세부담
을 감소시키는 데 이용했다. 이에 2020년 6.17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에 대한 세제가 대폭 강화되
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율을 중과하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종부세 기본공제를 없
애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을 중과하고, 양도 시 추가세율도 종전 10%p에서 20%p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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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였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한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받을 수 없다.

나. 법인을 활용한 세무계획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개인은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인

45%로 과세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 원까지도 20%세율이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는 다
른 별개의 존재다. 법인의 돈을 ○씨 개인의 자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여 또는 배당의 형
태로 가져와야 하고, 여기에서 개인의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부
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 혹은 개인이 유리한지 여부는 단순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만 비교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가져올 때 발생하는 소득세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규모와 귀속 시기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하지만 법인의 돈을 개인 소유로 가져
오지 않거나 최소한만 가져오고 법인에 유보시켜 놓는 경우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내고 과세를
이연시키면서 해당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준조세인 건
강보험료의 감소도 법인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개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
우 지역가입자로써 재산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반면, 법인으로 운영 시 직장
가입자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면 돼서 건강보험료를 훨씬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전환비용도 고려해서 실익을 따져봐
야 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 시 종전에는 취득세를 75%감면해 주었으나 2020년 8월 12
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3.5 유형 5：비거주자를 활용한 세무계획
[사례 7] 70대인 K씨는 100억 대 자산가이다. 현재 재산 규모로 K씨가 한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내야 될 상속세는 약 40억 4천만 원18)에 달한다. 최근 참석한 미국 이민 세미
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상속세가 하나도 없다고 들은 K씨는 상속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상속세로 내느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8)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해서 상속재산 100억 원에서 최소 공제금액 10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90억 원에 상속세율 50%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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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세법
세법상 개인의 신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는 기본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평생동안 기본공제금액(basic exclusion amount)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
액에 대해 전액 공제를 해주는 통합세액공제제도(Unified Tax Credit)가 있다. 기본공제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조정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11,700,000이다. 이 공제금액을 평생동안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배우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3,400,000이라고 보면 된다.

나. 비거주자의 세무계획
자산이 많은 고객들 중 상속세가 없거나 공제금액이 큰 나라로 이민을 가서 증여 또는 상속
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9)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공제 금액도 크지
않다. 게다가 최고세율이 50%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은 상속세로
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상속세로 인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자녀의 가
족들과 함께 이민을 가서 타국에서 생을 마치려는 계획을 진지하게 세워보는 이유다.
그럴만도 한 것이 K씨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서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써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약 135억 원까지는 증여․상속세 통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가 없다.20) 따라서 K씨가 미국으로 이민가서 상속하는 경우 한국에서 내야 할 상속
세 약 40억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재산이 클수록 절세액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민’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게
다가 부유층의 자녀들 중 일부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미국으
로 이민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제약도 크지 않은 편이다.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오너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한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공제받기 위한
19) 한국경제 2020년 1월 20일 기사, 30억 아파트 상속세 韓 8억 vs 美 0원
20) 2021년 기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은 $11,700,000(약 135억 원)이다. 부모가 각각 통합세
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하면 두 배인 $23,400,000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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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에는 적성이나 거주지 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받기를 원하는 자녀 자체가 없는 경우
도 적지 않다. 이에 회사를 팔아버리고 매각자금을 가지고 이민을 고려하는 중소기업 오너들도
늘고 있다.21) 실제로 이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나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가서 사망하는
경우 수십억 원 또는 그 이상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으니 나라를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을
비난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상속세 때문에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떠나는 자산가들이 많다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및 세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과도한 상속
세는 최후의 선택인 이민이 아니라도 살아 있는 동안에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역외탈세가 늘어
나는 동인이 되고 있다.

3.6 소결
상속세와 관련한 5가지 상담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형 1. 사전증여를 활용한 세무계획에서는 사전증여를 하고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와 사전증

여 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 세부담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상속으로
한꺼번에 물려주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진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세
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고, 동일한 증여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재산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유형 2. 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 사례와 부모

의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세 차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는
가장 큰 금액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상속받고, 상속인들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배우자가 상속받
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세무계획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사망 순서
에 따른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재산에서 최소 10억 원까
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나중에 사망한 부모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재산이 적은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 공제금액을 다 써먹지도 못
하게 되고, 나중에 사망한 부모가 사망 시에는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커지는 결과가
21) 한국경제 2020년 10월 29일, 과도한 稅부담에 … “회사팔고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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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따라서 재산이 적은 부모의 사망전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부의 재산을
재분배한다면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형 3.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무계획에서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까지도 고려한 세무계획이 필요한 사례와 현금 또는 부동
산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속공제 내 금액이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 추후 양도 시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시
가에 가깝게 평가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금 부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상속하는 것
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도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금은 시가 그대로 평가되는
반면, 부동산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2019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현실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더 떨어지게 되었다.
유형 4. 법인을 활용한 세무계획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사례를 다루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의 차이,
상속 및 증여 시 평가방법의 차이, 법인 잉여금의 초과배당을 통한 자녀 증여를 위해 법인을 고
려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하는 데
서 그치면 안되고, 법인의 재산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세금과 법인으로 전환 시 전
환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된다.
유형 5. 기타 상속증여 세무계획에서는 고액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이민을 고민하

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상속세가 없거나 공제금액이 큰
나라로 이민을 가서 비거주자 신분이 된 후 그곳에서 사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속세에서 벗
어나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상으로 최근 5년간의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변화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를 걱정하는 고객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상속세 걱
정이 중산층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상속세를 걱정하던 고액자산가들의 자산 규모
역시 크게 불어나 상속세 규모가 더 커짐에 따라 이민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다. 상속공제
등 상속세 과세체계는 20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데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해
야 하는 사람들과 상속세 부담은 크게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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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재원
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점, 상속세가 우리나라 세수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
지만 부모찬스,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출발점
의 공평과 부의 재분배 역할을 위한 상속세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
장 가운데 단순히 개념적인 주장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주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절
에서는 앞선 상담사례 및 세무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면담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세무사 6명과 과거 증권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가 현
재는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 4명에게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휴대전화 SNS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면담에 참여
한 10명은 모두 고객과 최접점에서 10년 이상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해 온 세무사들로 주 업무
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와 같은 재산세 상담이다.
<표 3> 면담 대상 세무사 근무지 및 경력기간
구분

근무지

A

A증권사

B

A증권사

C

A증권사

D

A증권사

E

B증권사

경력기간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구분

근무지

F

C은행

G

세무법인

H

세무법인

I

세무법인

J

개인세무사 사무실

경력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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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집중된 의견은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데 반해 상속공제는 조정되지 않
은 채 유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속세의 증가를 가져온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첫째, 20년째 그대로인 일괄공제금액을 확대
하자는 것으로 10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10명 중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7
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2명, 자녀 인당 3억 원씩 공제하자는 의견 1명, 재산별로 차등공
제(재산이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하자는 의견 1명, 현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1명 있었다. 둘째,
상속세는 세대간 부의 이전 시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에 대
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없애자는 의견과 셋째,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낮아 요건의 완화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외에도 상속세율의 인하,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의 축소를 통해 상
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평가방법이 여러 개로 복잡하고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납세자
는 물론 세무전문가들도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부동산 평가방법을 단일화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면담에 응해준 세무사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고 15년간 증권사에서 세무컨설팅을 해 온 저
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본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4.2 상속공제의 확대
세무전문가들은 일괄상속공제금액을 확대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준다.
여기에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인
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은 넘어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는 그리 흔
치 않았다. 하지만 앞서 본바와 같이 2017년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까지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할 상
황에 이르렀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 남은 사람의 상속세 부담은 훨씬 커진다. 배우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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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다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22)만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대표적인 상속
공제이다. 하지만 1998년 이후로 개정된 적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자산가치 상
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가치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을 상향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일괄공제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유형 2>의 사례 3에서 다룬 바와 같이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더 적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일괄공제는 한 푼도 받지 않거나 혹은 5억 원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의 사망 순서에 따라 자녀 입장에서 상속세가 달라져서 형평
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에 자녀 입장에서 부모 사망 시 각각 일괄공제 5억 원씩 합
하여 10억 원은 공제받을 있도록 먼저 사망한 부모의 일괄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 일군 재산으로 다른 재산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버렸
다.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이다. 주택가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현행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
여 피상속인과 함께 산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주택가격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사망일까지 10년간 계속하여 동일 세
대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10년간 계속하여 동일
세대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제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3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
상속세는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더 이상 부자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1999년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
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 자산가치가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형 1> 사전증여, <유형 5> 이민과
같은 상담사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세가 이렇게 과도하지만 않다면 자녀
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주고 싶어
22)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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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자녀에게 상당한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홀
대를 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워낙 부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증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유형 5> 해외이민도 마찬가지다.
노년에 낯선 해외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해외
이민까지 고려하고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증여세
와 상속세를 모두 증여세(gift taxes)로 통합 취급하고 있고 이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캐나
다, 호주는 자본이득세로 변경하였고 심지어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은 상속세를 폐지하기도 했다.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24)에 따르면 2015년 OECD회원국

35개국 중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2개국,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는 11개국이다. OECD주요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40%, 일본 55%, 독일 30%, 덴마크 15%로 OECD평균 상속세율은 25.3%로 우리나라 상속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시 60%)이 가장 높았다.25) 이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국제적인 수준
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4> OECD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국가
한국

세율
50%
(할증 포함 시 60%)

국가

세율

미국

40%

일본

55%

독일

30%

덴마크

15%

OECD 평균

25.3%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19)

4.4 부동산 평가방법의 단일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가인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한편, 토지나 건물, 단독주택 등은
감정가액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꼬마빌딩이나 단

23) 최인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관련 조세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제95집), p.16.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p.142.
25) 한국경제연구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201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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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택을 감정을 받아서 시가인 감정평가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감정가액으로 다시 경정해서 과세하는 기준이 모호하다.26)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세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또는 상속가액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혼란
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의 가격 변동이 심한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일이 언제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유형 3>의 사례가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은 부동산 평가방
법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시가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를 쓰는 것은 시가와 기준시가의 금액의 차이가 커서 기준시가로 평가 시 증여 또는 상속재산
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준규․박재환(2010)
은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혼합방식을 폐지하고 시가 또는 보충적 평
가액 둘 중 하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시가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보충적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27)

2020년 10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은 50～70%수준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 표준단독
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 90%, 표준지는 2028년까지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28) 공시지가 현실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에는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로 통일함
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상이한 불합리한 점도 개선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최근 5년간의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사례들을 분석하여 다음의 대표적
인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공제를 활용한 세무계획,
상속받은 부동산을 활용한 세무계획, 법인을 활용한 세무계획, 기타 상속증여 세무계획으로 각
26)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p.1.
27) 이준규․박재환, ｢부동산 등 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p.294.
28)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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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대표 사례에 대한 관련 세법과 이를 활용한 세무계획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무계획
이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완할 점이 있다는 방증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산가치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8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일괄상속공제 5억 원을 확대하고, 부모 중 먼저 사망한 자
의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 중 공제받지 못한 잔여 금액을 남은 부모의 사망 시에 이연시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공제 이연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계속하여 10년 이상 같이 산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완
화하여 현실성 있는 공제제도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고액자산가들이 이민을 고려할 정도
의 과도한 세율을 인하하고 자산가치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이 혼재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실행되는 시기에 맞춰 기
준시가로 단일화하여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계획을 유형화하고 해당 세무계획이 일어날 수 밖
에 없는 현행 세법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세무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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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 개선방안
1)

김민수*

<요 약>

[연구목적]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는 상속인등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됨(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지방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를 활용하여 부
과·징수처분을 하려면 특정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목록,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상속인별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및 지방세의 세액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본 연구는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처분에 대한 지침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정보 관
리시스템 구축과 대안 마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 지방세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
점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공백,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령의 문제점, 지방세 과
세자료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미비로 나누어 정리하고,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운영을 위
하여 체납처분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마련, 법령 신설 및 개정,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조직
의 신설을 제안함.

[결 론]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
정 및 납세의무승계제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에 대한 지방세공무원의 접근이 손쉽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구축이 중요함
∙상속이 개시된 경우 통일적 과세자료정리를 위해 일정한 기관(예：지방세 조합 등) 이나 특
정 지방자치단체(예：피상속인의 사망개시지 관할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피상속인에 대
한 재산, 금융재산, 상속세액 그리고 취득세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전국
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청 박사

148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표준프로그램,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
리시스템의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중앙과 광역지자체에 설치하여 과세자료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제어> 상속과 조세,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상속인 고유재산 압
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지방세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세채권의 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방
세기본법｣ 제42조에서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고,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취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
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실제 지방세 실무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누구인
지, 그리고 상속자산의 총액과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상속세는 얼마인지 등을 지방세 공무원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수집․정비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에
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지방세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원래의 납세의
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방세 공무원들은 납세의무승계제도에 따라 상
속인들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실무처리지침들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방세 실무 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
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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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와 방법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제Ⅱ장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가 이론
적으로 어떤 성격과 내용의 제도인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방세채무를 승계 받는 이는 누구이며, 승계되는 지방세채무의 범위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
지인지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령 그리고 행정
내부지침 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상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제도는 국세영역에도 존재하므로 국세와 관련하여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승계제도가 어떻게 이
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Ⅲ장
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현황을 정리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
인등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는 무엇이며 그러한 과세자료를 수집하
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전산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점검하였다. 특히, 전산망과 관련해서는 국세와의 비교가 의미가 있어서 국세행정에서의 과
세자료 관리현황도 정리해 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가 법률규
정에서 규정한 바와 실제로 과세실무에서 이행되는 부분 사이에 어떠한 간극이 있으며,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과 법령, 내부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실제로 지방세 현장
에서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과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지방세과세자료 관리 현황과 향후 과세자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파
악하기 위해 차세대 지방세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자와의 면담도 실시하고 또한 국세 과세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국세자료관리 조직과 자료관리 현황을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조
사하였다.

Ⅱ.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
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제도
가. 의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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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등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
여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타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등에게 이전되므로
이들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
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의 특성과 조세의 공익적인 부분을 고
려하여, 조세법에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상속인 등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
된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
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2) 상속인이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3)

나. 상속의 의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4)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3가지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상속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므로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5)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
의 승인이나 포기를 했다면 그 기간 내 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6) 다만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1) 이동식, ｢일반조세법 제7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397면.
2)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제3항.
4) 이때의 사망은 사실상의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 부재선고 그리고 인정사망에 의한 것을 모두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민법 제1026조 제2호.
6) 민법 제10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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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7)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8)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
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족
은 1개월 이내9)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 등은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하 ‘안심상속 서비스’
라 한다)”10)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하다.11)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하
여 상속인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국세, 지방세, 부동산, 차량, 금융내
역 그리고 각종 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 기관별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
산 내역을 문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해준다.12)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지방세 관련 자료도 포함되며, 서비스가 신
청된 경우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세액, 환급
액 등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
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신청인이
세무 담당부서 방문 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13)

다. 승계인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다. 상속인의 범위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수유자를 포함한다.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한 상속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4) 상속
7) 민법 제1019조 제3항.
8) 민법 제1019조 제2항.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10)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
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
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11) 정부24,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
174000000013, (2021. 5. 22. 최종방문).
12)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13)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9조.
14) 이때 승인에는 단순승인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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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
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시킨다.15) 그리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
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16)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문서로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7)
한편, 상속인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
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상속인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
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18)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 한 때에 그 임
무가 종료된다.19)

라. 승계범위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중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지방세 채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그 대상이다. 전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지방세 등을 의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 승계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으로 조세채무는 발생되었다고 판단
15)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16)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3항.
1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18)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19) 민법 제10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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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0)
다음으로 승계되는‘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
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 등이며, 납기가 도래하지 않는 지방세와 체납액을 그
대상으로 한다.
승계되는 조세채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본 세액 이외에 이와 관련한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본
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 납세협력의무도 그 범위에 포함된
다.21) 지방세기본법 통칙은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
법｣ 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22)

마. 책임 범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가액으로 하므로 상속재
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가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 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와 취득
세를 제외한 금액이다.23)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

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하고,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
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24)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25)에
20) 박광현, ｢지방세 이론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20, 136－137면.
21) 김완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해석상 논점,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제3권 제1호, 2018,
13면.
22) 지방세기본법 통칙 42－1.
2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4) 지방세기본법 통칙 42－20…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이 통칙의 취지는 신탁재산은 신탁자의 재산
으로 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하지만 신탁재산은 법적으로 수탁자소유이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 현
재처럼 단순히 통칙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
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
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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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 금액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도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압류를 상속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26) 민법상 한정승인의 경
우 상속재산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27) 그러나 조세채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
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28) 대법원도 민법상 한정승
인과 달리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의한 조세채무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9)

바. 관련법령 규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은 1949년 ｢지방세법｣ 제정 당시 “상속인 또는 상속재단은
상속개시전의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국적상
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의무를 지며 호주의 사망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호주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도
그 의무가 있다.”로 규정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정하였
다.30) 그리고 1961년 ｢지방세법｣의 폐지․제정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으로 얻

3.

4.
5.
6.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
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
유족연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6) 이동식, ｢일반조세법 제7판｣, 준커뮤니케이션즈, 2020, 397면.
27) 민법 제1028조.
28) 차규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걔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당
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법 제10권 제2호, 2017, 214면.
2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판결.
30)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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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여,31) 상속인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정하여 왔다.

2010년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되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
한 조문은 구 ｢지방세법｣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 으로 이관되었고 구 ｢지방세법｣ 제16조의 규
정이 ｢지방세기본법｣ 제42조로 위치 변경되었다.32)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상
속으로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으로 얻은 부채 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33)
종전 ｢지방세법｣ 상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관련 규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에
서 납부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상속재산의 범위나 그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의 제정 이후 제42조에서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31)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제16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개시의 경우
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以下 被相續人
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金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
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및 제109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
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
는 본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없고 친족회가 유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 한 때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유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한 절차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2)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
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
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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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식35)을 아래 <표 1>과 같이 규정하고,36)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37)
따라서 2010년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하
여 상속인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
리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산식을 통하여 계
산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이 특정인의 사망에 따라 납세의무를 상속인 등에게 승
계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상속으로 얻
은 부채총액, 그리고 상속세액과 취득세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표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식





상속으로 얻은 상속으로 얻은 상속으로 얻은
상속으로 부과 되거나 
＝
－
＋
재산
자산총액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부채총액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제4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는 때에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
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38)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
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
나,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 지급청구
34)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3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부채총액＋상
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6)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일부개정.
37)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정.
38)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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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의미하는‘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
다.39) 이후 2014. 12. 23.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40) 보험금이 납세의무승계제도에 있어서 상
속재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험금은 수령한 경
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여 납세의무승계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동일한 규정을 2020. 12. 29.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그 법 제42조 제2항에 신
설한 것이다.

2. 국세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
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1)
39)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판결.
40)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4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
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
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
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
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
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
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
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
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독
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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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통칙｣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
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
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2)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할 국세 등이며,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
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 징수가 이루어지 아니한 국세 등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통칙｣은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
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
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3)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
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고 규정하고 있다.44) 그리고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등은 그 승계한 납세의무에 관련된
국세 등의 신고의무, 지급조서제출의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천징수의무, 세
금계산서 제출의무, 질문검사 수인의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각종의 협력의무를 승계
받으며,45) 해당 국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 등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46)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2) 국세기본통칙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
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
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
여야 한다.
43) 국세기본통칙 23－0…2【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44) 국세기본법 기본통직 24－0…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45) 차규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당
부, ｢조세와법｣ 제10권 제2호, 2017, 213면.
46) 김완석,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해석상 논점,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제3권 제1호,
2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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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상속인에게 확정되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국세는 기한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 독촉을 거쳐 강제
징수처분을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독촉을 한 국세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상속
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47)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
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48)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
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49)
이러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적극재산)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소극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아래 <표 2>와 같은 구체적 계산식을
정하고 있다.50)
<표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식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4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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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세기본통칙 24－0…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48) 국세징수법 제27조.



5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
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2. 3.>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
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
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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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즉,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금융자산, 주식 또는 사채(社債), 유형재산 또는 동산, 분양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전환사채, 미
술품, 저작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도 포함된다. 생명침해 등
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
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에 가산하여야 한다.51) 요약하면 상속세의 과세대
상과 동일하게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
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52)

3. 납세의무승계를 위한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
지방세는 전국의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과세
관청으로서 지방세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대부분
의 지방세 자료를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세 세목별로 과
세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 담당자는 지방세표준프로그램으로 지방세의 부과관리, 징수결
의 관리, 조정관리, 수납관리, 체납관리, 총괄관리 등으로 그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은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구분
되어 별개의 서버(server)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
체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만 접근이 가능하고, 관할 내의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조회, 등록, 처리 등의 지방세 행정 업
무권한만을 가지게 된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세표준프로그램 접속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되지 않고, 지방세 담당자는 그 업
무의 단위에 따라 필요한 권한만을 관리자로부터 부여 받아 지방세 담당 업무에 따라 지방세
과세자료를 열람, 등록, 수정, 정비, 추출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지방세표준프로그램
은 통계 관련 등 특정 일부업무에서만 전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관련 자료 수합이 가능
하고, 지방세 체납자 및 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자료 등을 열람 가능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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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53)
그런데 지방세 세목 중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의 경우 구․군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
과․징수가 위임되어 있으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구․군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통일된 기준으로 지방세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자치단체의 지방세표준프로그램
에 특정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기계명령어를 별도로 생성하여야 하고, 이를 개별 프로그램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54)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료를 추출하
고, 자치단체별로 추출된 자료를 자료 수집기관으로 송부하고, 송부된 자료는 다시 수집기관에
서 통합하고 정비하여, 단일의 과세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자치단체
의 자료를 추출하여 송부하고, 송부 받은 자료를 정비․통합하고,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만 하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Ⅲ.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 현황
1.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시 필요한 자료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를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되는 납세의무 승계인에 대
한 자료, 지방세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그리고 승계인이 납세의무와 연관하여 책임져야 하는 범
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승계되는 조세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담당자가 지방세 행정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승계를
위해서는 주로 승계인과 그 책임범위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납세의무 승계인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인데 이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피상속인
의 가족관계등록부(폐쇄)의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
53) 이는 최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지방세 담당자는 취득자의 세대원 자료를 연계하고, ‘전국과세자료 공유’
메뉴를 통하여 취득자와 세대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재산세, 실거래 신고 자료(매도인,
매수인)를 확인 가능하다.
54)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의 메뉴를 통하여 추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은 지방세사업단에 쿼리문 등을 요청하
여 자료를 수집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필요한 과세자료를 추출하는데 동
일한 쿼리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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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 당사자 신고에 의해
서 지방세 공무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승계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그 책임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그리고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
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와 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고, 이에
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므로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은 피상속인의 채무55)를 의미하는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
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또는 채무 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56)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
을 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57)
또한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와 취득세액’ 자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상속세액 및 취득세액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
인이 부담하게 될 취득세액이나 상속세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
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방식58)을 채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
55)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
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
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5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58) 반면에 유산취득세방식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유사하게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취득한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상속인 등이 여러명인 경우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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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으로 하고 유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
무서 등에서 과세하므로 해당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취
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의 자치단체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피상속
인의 재산이 소재한 해당 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금전으로 환
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상속
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그 범위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납세의무승
계를 시킬 수 있다.

2. 필요한 과세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법령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

1항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59)
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
인․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동법 제128조에서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60)
하고 상속세를 과세한다.
59)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
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60) 지방세기본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 제6호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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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세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세자료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 제130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8
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3.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현황
가. 지방세 과세자료 관련 조직
지방세 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
다. 지방세 과세자료 요청 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으로 개별적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과
세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과세자료는 자치단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
과세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5년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화 추진관련 연구에
착수하고, 2019년 7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2019년 8월 차세대 지방
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
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61)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는 지방세무 행정의 자동화․간소화를 위한 업무 분석
과 시스템 재설계를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를 통하여 납세자별 물건정보별 통
합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입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설계와 메타테이터관리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
템 구축 2단계는 지방세 시스템의 설계․구현․시험․확산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에
서 전국 단위의 납세자관리, 통합물건 기반의 전 세목별 부과업무처리, 체납자종합관리, 통합민
원관리, 지방세 정보 공동활용을 구현하고, 대국민서비스로 납세자 및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61)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추진경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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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시스템의 구축방향은 표준화․자동화․간소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업무 환경 혁신
을 통합 스마트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물건정보과 납세자정보를 통합관리, 현장 완결
중심의 스마트 현장 행정을 구현,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맞춤형 업무처리를
위한 나의 할 일 서비스 제공,62)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위한 지식 공유체계63) 그리고 체계적 지
방세 자료 관리를 위한 종이문서의 전자화64) 등을 세부추진 사항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조직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행정안전부 조직도

62) 지방세 담당자별 “나의 할 일” 등록 및 관리
63) 개선 아이디어, 업무 노하우, 질의응답, 구제사건, 업무 편람 등의 전국자치단체 지식 공유 체계 정립.
64) 첨부서류의 전자화, 신고항목의 자동채움 지원, 세무행정 발행서식, 업무문서 전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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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조직을 살펴보면, 지방세정책과는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 수
립과 조정,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지방세기본법의 운영․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중장기 지방
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세제과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연구․개선 및 부동산 동향 파악․분석,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개선 및 운영, 취
득세․등록면허세 제도의 연구․개선, 재산세․자동차세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지방세관계법
관련 해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시스템의 운영․관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
액 산출 및 정책효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이 그 업무를 담당하
고 있으며, 아래에 총괄기획과, 재정정보화사업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인프라구축과를 두고 있다. 지방세정보화사업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지방세 납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세무행정 시스템 구
축에 관한 사항,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지방세 데이터 표준체계
수립 및 공동활용 방안 마련․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관련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자치단체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 담당자가 관련 과세자료 관리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제134조에
따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세 부과․징수
등 지방세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나. 지방세 행정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운영되는 지방세표준프로그램의 단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은 ‘과세자료의 연계관리’와 ‘체납정보
의 연계관리’, ‘지방세 통계분석’, ‘세외수입정보 통합관리’, ‘공통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65)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매뉴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자료
연계관리의 추진과제’는 다시 ‘지방세 과세자료 연계’, ‘수집된 지방세과세자료 관리 기능 개
발’, ‘과세자료 납세자별 통합조회’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방세 과세자료 연계’는 중앙부처
등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지자체간 연계 미비로 인하여 지방세 과세자료가 자치단체별로
65) 행정안전부가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 개선방안

167

분산되어 있고, 프로그램과 별도로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의 관리 자체가 미흡하여 축적된
과세자료의 활용성이 저조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보보유기관으로부
터 주기적으로 제공받은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지방세과세자료 관리 기능 개발’은 과세자료 유형별 정보 조회 기능, 과세
자료 활용실적 조회 기능 그리고 신규 과세자료 수요조사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
으로 ‘과세자료 납세자별 통합조회’는 납세자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과세자료 조회를 가능하
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조회 내역을 저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한 ‘공통관리’는 각 지자체별 분산자료 운영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 취합이 어려워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기반 환경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통과세정보구축’,

‘대사기능 구현’, ‘사용자 등록 및 접근 권한 제어’를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관련 과세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과세자료는 주로 재산
세대장 또는 자동차세대장에서 사망자 자료를 추출하고, 사망자의 인적자료를 토대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관련 부서에 발급 요청하여,66) 종이문서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상속인 대상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이러한 주된 상속자 자료 정비는 자치단체의
자체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정비하는데,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일괄 자료를 생성한다.67)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상속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상속자 자
료 정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망자의 상속인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체납액 고지서
발송 또는 독려에 이용된다. 하지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로 수집된 상속인 자료를
체납부서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와 징수 조직이
구분되어 있어 징수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방세표준프로그램 메뉴가 제한되어 있고, 상속
자 과세자료 등도 지방세 세목 담당자마다 별도의 파일로 수기 관리되고 있다. 또한 과세자료
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상속인 자료와 부과자료에서
정비한 상속인 자료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체납액 담당자는 부과 담당자가 파악한 주된 상속
자68) 또는 상속인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 담당자
66) 지방세법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는 전산 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정하고 있
지만 실제 전산으로 연계되거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67)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
여야 하므로 통상 3개월 정도의 자료를 일괄 추출한다.
68) 지방세법은 세목별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조문이 있고, 상속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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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인 등에 대한 자료를 별개로 수집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즉 상속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업무를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관련 지방세 실무
1) 지방세 승계범위 개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승계범위는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징수
금’과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징수금’으로 구분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부
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상속인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해할 수 있고, 지방세 고지
내역 등 서류의 명의인이 상속인으로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A구간에서 이루어지면, 피상속
인이 생전에 납세의무가 성립69)하였으나 납세의무를 확정70)하는 단계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속자로 판단되는 자와 실제 상속인이 상이할 수도 있다.
69)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때 … 중략 …
70) 지방세 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
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 12. 29.>
3. 제1호 외의 지방세：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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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이 B구간에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
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고지서 송달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지방
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
생하므로,71)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기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으로 결정된 지방세를 취소 결정하고, 상속인으로 납세의무를 확
정해야 한다.
<그림 2>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제도

다음으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피상속인의 사
망이 C, D구간에 이루어져 피상속인 생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 확정과 고지서 송
달이 이루어졌으나, 납부되지 않는 지방세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납기 내 징수분과 납기
후 징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이 C구간에 이루어진 납기 내 징수의
경우 지방세 부과와 연결되는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 또는 지방세 담당자의 별개의
신고 및 처분을 요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D구간에
서 이루어진 지방세 체납액 등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처리과정과 과세자료 관리 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지방세 부과업무 관련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승계는 지방세 전 세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나 지방세 부과 관련은 주요 세목인 취득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
액이 확정된다.
71) 지방세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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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의 주요 세목에 대한 부과 업무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취득세는 그 징수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게 되고,72)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73)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이루어지므로 취득세 신고 및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
무승계 문제가 실무적으로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자동차 보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고 한다)는 일반적으로 기간에 대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하고, 1기분 자동자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에 대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6월 16일부터 6월 30일 납기로 과세되고, 2기분 자동자세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에 대해 12월 1일 소유자에게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납기로 과
세된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
고 있어, 부동산과는 달리 자동차의 소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이
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단계 이전에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납세의무 확정과 고지가 이루어지게 된다.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못하고, 상
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74)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
산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순위에 따라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
인 경우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확정이 이루어지고 재산세가 고지되었고, 납세의무자로 피상속인이
72) 지방세법 제18조.
73) 지방세법 조문은 부과와 징수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방
세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을 구분하여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한 조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세 대표 신고세목인 취득세 규정은 현재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
의 방법으로 한다.”로 정하고 있다.
7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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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고지서가 피상속인에게 송달완료 된 경우 그와 관련한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상속인등
에게 승계되므로 별도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지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
상속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는 결정을 취소하고, 상속인에
게 재산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상속인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20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75)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납부의무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76) 납세의무, 납세의무 범위에 대해 소득세법을 준용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제44조77)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고,78)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지방소득의 범위와 구분 등은 개인지방소득의 경우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
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79)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을 준용하고 있어,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된다.80) 그리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
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81) 또한 지방세법 제93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 순서와 특례를 정하고
있다.
75)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76) 지방세법 제86조.
77)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
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소득세법 제2조의2.
79) 지방세법 제87조.
80) 지방세법 제88조.
81) 지방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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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은 “제44조82)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8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
어 납세의무가 성립84)하였으나 납세의무를 확정85)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그 상
속 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
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86)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시점이 되고, 이
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다 또는 부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

82)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
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소득세법 제5조.
84) 소득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85) 소득세법(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
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
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
86) 소득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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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 고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
산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세 징수업무 관련
피상속인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이후 납세의 고지87)가 이루어져 피상속인
이 수령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지방세 담당자는 상속인에 대
해 별도의 부과․징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
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고,88)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89)
피상속인이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체납처분과정을 살펴보면 피상
속인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피상속
인의 사망이전에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체납자(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의 압류로 인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있고,90)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를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
여 한 것으로 판단하므로.91) 피상속인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 특히 압류대상이 자동차인 경우 해
당 자동차의 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 다만, 압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실제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부동산은 당해세 체납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
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등기 이전을 하는

87) 지방세징수법 제12조.
88) 지방세징수법 제32조.
89) 지방세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해
당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강제력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공법상 강제징수절차로써 압류․매각․청산(배분) 등의
절차를 의미한다.
90)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91) 지방세 징수법 제47조(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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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체납액 징수를 강제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이 존재하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과세행정청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지방세 실무에서는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고지서 송달
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서 체납자료 추출 시 사망자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
우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
인에게 승계 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92)

4. 비교－국세청 과세자료 관리 현황
가. 국세 과세자료 관련 조직
국세청은 국세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아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 소속 하
에 세무서를 두고 있으며,93) 국세 과세자료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직
도는 다음 <그림 3>과 같으며,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전산정보관리부서를 두고, 전산
정보관리관 소속 부서를 6개 조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 조직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국세
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세행정 관련 빅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94)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의 자료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산관리팀을 마련하여, 국
세 관련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92) 지방세기본법 통칙 42－7
9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9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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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세청 조직도

나. 국세 행정 시스템
국세부과 및 징수 등을 위해 생성되는 과세자료는 국세청 본청이 여러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전산 상 일괄 생성하는 전산자료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과세자료관리규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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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세무조사나 세원관리 과정에서 수집․생성․파생하여 수작업으로 작성한 수동자료
로 분류된다.
그리고 수동자료는 다시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직접 수집한 자료 중 국세부과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생성하는(수동과세자료)와 세무조사․자료처리시 파생된 탈루혐의 등에
대한(수동파생자료)로 분류되며, 수동자료를 입력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95)(이하 “NTIS”라
한다) 화면의 입력 항목 등은 아래 <표 1>과 같다.96)
<표 1> NTIS 수동자료 입력화면

국세청 본청은 전산자료 및 수동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과세실익, 처리 긴급성 등을
고려한 과세자료 분류기준(이하 ‘즉시전환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자
료는 즉시처리대상 자료로 분류하여 세무서에 처리의무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누적관리대상 자
료로 관리한다.97) 그리고 지방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세무조사․자료처리 과정에서 파생하는 수
동 파생자료는 1차로는 모두 누적관리대상 자료로 분류되며, 그중 적기처리가 요구되는 자료는
입력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긴급자료로 추가 분류가 가능하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분류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다.98)

95) Neo Tax Intergrated System：국세청이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국세청훈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5. 7. 6. 개통한 국세행정 전체 과정을 전산화한 전자세정 시스템으로 국세청 직원이 업무용인 세
정업무 포털과 대국민 서비스인 홈택스로 구성된다.
96) 감사 보고서 －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20.1., 4면 이하.
97) 감사 보고서 －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20.1., 4면－5면.
98) 감사 보고서 －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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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세청 과세자료 분류절차

국세청 과세자료 관련 업무절차는 단계에 따라 수집, 활용, 처리 및 사후관리의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국세청 본청은 주로 과세자료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고,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과세자료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처리한다.
과세자료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는 과세자료 수집 단계로서 국세청 본청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
관으로부터 전산으로 일괄 수집하거나 각 세무서가 관할 내 제출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
를 제출받고 있으며, 수집된 과세자료는 NTIS에 입력되어 전산으로 관리된다. 둘째, 과세자료
활용단계로서 국세청 본청은 수집된 과세자료를 분석․가공하여 세목별 과소신고자나 탈루혐
의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생성하거나 신고․신청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업무를 기획하고 있으며,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파생․수집된 과세
자료는 세목별 사무처리규정과 ｢과세자료처리 매뉴얼(부가가치세․소득세)｣에 따라 수동 자료
로 생성 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셋째, 과세자료 처리 단계로서 각 세무서는 전산으로
통보받은 즉시처리대상 자료를 접수 순서대로 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자료 처리결과는 ‘경정결정(고지 등)’,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과
세하지 않음)’으로 분류되며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사인계’․‘조사인수’로
처리가 종결된다.
마지막은 과세자료 사후관리 단계로서 국세청 본청은 누적관리대상 자료 중 즉시전환기준을
충족한 자료를 즉시처리대상 자료로 일괄 전환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자료를 소멸
시키며, 각 지방 국세청․세무서는 NTIS에 등록된 수동 자료나 전산자료를 자료별 세적 담당
세무서로 통보․인계 처리하여 자료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있다. 과세자료
관련 업무의 단계별 절차를 총괄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99)
99) 감사 보고서 －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원, 2020.1., 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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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세청 과세자료 업무절차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관련 국세 실무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
조 및 제22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
조의2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
로 정하고 있다.
특히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행정이 지방세 행정과 구별되는 점은 국세의 징수와 관
련한 부분이다.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행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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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100) 이러한 세무행정의 차이는 과세자료 관리 조직과 체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특
히 상속세와 관련한 국세 과세자료의 처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국세 실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관청이 되고,101) 과세자료와 관
련한 자료의 수집, 조사, 관리, 처리 등 일련의 과정들이 국세청이 마련한 동일한 지침 하에서
통일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과세자료와 관련한 자료들은 전산으로 연계되는 것 외
에 국세 개별 세목담당자들이 조사하여 수기로 입력하고, 미입력 신고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고 신고서의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물건지 미리채움 기
능 등 다양한 전산 개발을 통해 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결정기한 도래 알림을 통해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산으로 이러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세담당자의 업무량을 감축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80조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 통보를 규정하
고 있고, 제83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과 경정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금
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85조는 상증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정하
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이전에 납세자 개인 또는 피상속인에 대
한 관련 과세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상속세의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진
행하고,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를 통해서 하고, 신고 안내문은
부동산 증여 등기자료와 분양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증여 자료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증여세 신고 안내 대상자 화면 관리에서 상속세 안내문 출력이 가능하다.
먼저, 전자신고 된 상속세 자료는 전산입력을 위해 접수된 신고서를 정보화센터로 전산 송부
하고, 고액자료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지방청으로 송부한다. 신고 납부한 상속세는 수집한 과세
자료와 부합하는지 검토하는데, 국세청이 불일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각 세무

100)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제외하고는 압류행위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한다.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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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중 일부
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102)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을 대표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3)
다음으로 비전자적인 납세자의 방문이나 우편으로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는 그 신고
서를 정보화센터에 이송하고, 정보화센터는 그 자료를 5일 이내 NTIS에 입력해야 한다. 신고서
를 소급 입력하는 경우 그 허용기간은 2년이며 허용기간이 지난 신고서를 소급 입력하는 경우
에는 신고서 소급신청화면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전산에 입력된 신고서의 납
부할 세액과 실제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 목록을 세목 담당
자의 ‘나의 할 일 목록에 생성’되도록 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신고 후 세액을 납부
하지 않은 납세자나 과세납부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이 일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채권확보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된 자료에 대해서는 관
련 과세자료를 토대로 무신고분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한다.

Ⅳ.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개관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후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해 법조문은“상속이 개
시된 경우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04) 그리고 지방세
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위해 필요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
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103) 사전증여재산의 열람 신청은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하고, 정보제공의 범위는 일반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
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보제공에서 제외된다.
104) 지방세기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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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은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분
법 이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는 실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상
속인의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피상속인에 대한 지
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공통적인 업무 지침이 마
련되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납액 정리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표준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재산은 국세체
납으로 인한 선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있더라
도 당해세가 아니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토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해보기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
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공백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서 사망자(피상속인) 본인의 체납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지방세 담당자는 체납액 고지서 송달이나 안내문 발송 시 사망자에 대
한 자료를 선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05) 그런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
이 승계된 경우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
어 신속하게 강제징수처분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지방세 실무는 이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한 상
담 또는 납부독촉 이외에는 실질적인 강제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피상속인 소
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납세의무가 승계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105) 실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인에게 체납자의 고지서를 송달한 결과 약 25%는 피상속인의 체
납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상속인이 자진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실효
성 있는 강제징수 절차가 없으므로 결손을 검토하는 것 외에 특별한 체납액 정리방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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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법상 한정승인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상 상속에 의한 조세채무승계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106) 실제 국세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속인 고
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2010년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
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방
세 행정시스템으로는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경우와 달
리 지방세행정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행해야 하다보니 이와 관련 공통된 업무지침이 마련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다.

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문제점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자료요구의 근거법령 부재
｢지방세기본법｣ 제정 이후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증세법상 상속 자산총액, 부채 총액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근거 법령
이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지방세기본법｣ 제42조와 관련
하여 과세자료를 요구할 구체적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세 과세자료와 관련 조문은
지방세기본법 제127조부터 제134조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과세자료 요
구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법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107)
｢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항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인가․등기․등록․신고․조사 그리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
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등으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승계인 지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는
요청근거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는 체납액 징수에만 국한되어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지방세
부과 및 납기 내 징수에 대한 근거 법령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6) 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162판결.
107) 국세의 과세자료에 관한 법률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지방세 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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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세
자료로서 필요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서도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내부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지방세 담당자가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자료 특히, 상속인의 책
임 범위(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
다.108)

2) 취득세와 재산세의 지방세법령 불일치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단계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 생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고지서 송달 이전에 사망하였
을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납세의무를 취소하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납세의
무를 확정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109)
그런데 취득세는 과세물건 대상이 주택이고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
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110) 이 규정은 취득세의 1가구 1주택에

108) 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제1항의 각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세자로로서 필요한 자료는 행정
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수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할 것을 정하고 있다.
109) 지방세기본법 제28조.
110)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
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
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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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을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분 취
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수시부과111)의 납세자 판정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지방세법｣ 제

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
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세물건 대상이 주택인 경우 그리고 그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면, 지방
세법상 취득세의 주택 소유자(납세자)와 재산세의 주된 상속자(납세자)는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한 지방세법상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지방세법 규정의 불일치는 지방세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이의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재산
세의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고지를 하지도 못하고, 상속인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상속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
수집 절차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지방세 담당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으로 열
람할 수 없고, 민원실 등 해당부서에 공부의 발급을 의뢰하고 종이문서로 회신 받아 자료를 정
비해야 하므로 업무처리시간이 상당하게 소요되므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신속히 주상
속자를 판단하여 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분과세 규정 미비
재산세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상속인의 상속절차
진행에 따라 상속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요청에
도 불구하고 지방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합산되어 재산세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

113조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 2015. 7. 24.>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11)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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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세액 계산에 있어 양자를 구분하여 합산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으로의 납세자 변경은 재산세액의 변화
가 없는 주택 및 건축물 분 재산세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외의 경우 상속
인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으로 납세의
무가 확정된 지방세 고지서를 상속인에게 납부하도록 안내만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93조는 지방소득세의 세액 계산 순서와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소득금
액 계산의 특례112)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113)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 납세의무범위, 지방
소득의 범위와 구분, 과세기간 등은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소득세의 과
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다.114)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은 “제44조115)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112)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
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또한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은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
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로 정하고 있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
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성
립하였으나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
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런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 신고와 납부) 규정에서, 피상속인의
과세기간에 대한 상속인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독립세 전환에 따른 규정 정비
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14) 지방세법 제91조.
115)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
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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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11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
어 납세의무가 성립117)하였으나 납세의무를 확정118)하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그 상
속 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
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119)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시점이 되고, 이
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다 또는 부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당초 소득세에
대한 기초자료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액 등의 기본 자료를 통보받고 있지만 이후 상속인에
게 납세의무자가 승계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상속
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과세자료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소득세 납세의
무를 확정하여 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서류상으로는 피상속인이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소득세법 제5조.
117) 소득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118) 소득세법(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
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
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에너지․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9) 소득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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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 당초 소득세액이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변경되어 환급등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자료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20)

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미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가 소유한 전국
의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세 과세자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시스
템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과세자료간의 통합․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세행정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행정조직의 경우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조직이 별도
로 존재하지 않아 자료들의 수집과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필요한 과세자
료에 대한 외부기관 등에의 요청과 수집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 담당
자에 의해 수집된 과세자료마저도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에 입력되어 관리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
되기도 하며, 지방세 담당자별로 자신의 업무처리에 이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련 과세자
료들을 폐기하고 있다.121)
이러한 지방세 정책과 관련한 문제 이외에도 지방세 실무와 관련하여서도 체납액 징수의 저
조, 부과착오 및 누락 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 부
과․징수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과세자료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야만 하므로 지방세 행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단일 인트라넷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조세 행정을 수행하는 국세에 비해 지방세 업무처리 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
다.122)
피상속인 소유의 자산 등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자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정비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

120) 지방세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세자(피상속인)와 예금주(상속인)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
련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행정시스템에 별도의 처리를 해야 하고, 환급과 관련한 납
세의무 승계상속에 대한 첨부 서류를 추가적으로 상속인에게 요청하여야만 한다.
121) 관련 과세자료들은 대게 엑셀자료로 관리하게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행정청 내부에서 상시 중점 관리되는 자료이므로 일선 담당자가 과세자료로 활용한 이후 자
료 관리의 책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유 또는 장기 보관이 되지 못한다.
122) 국세행정은 관할하는 부서가 단일 부서이므로 과세행정청의 자료 수집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국세청에 과세자료 등을 전담하는 전산정보관리부서가 마련되어 있고, 전산기획․빅데이
터․정보화담당․정보보호팀을 갖추고 있으며,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구축하여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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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수기로 관리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산평가는 상증세법상 자산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의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세행정에
준하는 광범위한 과세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관련 과세자료를 관리하는 조직의 부재, 자
료 요청에 대한 근거법령의 미비, 지방세법 규정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난 10여
년간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2017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를 신설하여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
계 및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을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 열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납세자관리, 통합물건 기반의 전 세목별 부
과업무처리, 체납자 종합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으로 정보 공유의 활성화와 체계적 과세자료 관
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운영을 위한필수적인 지방세 과세
자료 관리에 대한 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적정
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3.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제도의 개선방안
가. 체납처분에 대한 통일적 지침 마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그의 조세채무가 법률규정에 따라 자동
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즉, 부과징수과정에서 납세의무자변경을 위한 고지서의
새로운 발급 등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고지서상 납세
자는 갑(피상속인)인데 그의 사망으로 현재 법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을(상속인)이 되어 있는 것
이다. 이를 세무공무원이 잘 인식하지 못하면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
방세 담당자는 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도록 부과제척기간 내 지방세를
부과하고, 지방세징수권 시효 정지를 위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지방세 담당자들은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과세자료가 충분하
지 못하여 사실상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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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
여 우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법령 정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법령정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과세자료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정비이다. 현재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령정비
가 필요하다. 첫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현재 “국세의 부
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과세자료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과세자료란 제

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 및 지방세
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공무원이 국세관련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1조(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세기본법｣ 보칙 규정으로 ‘지방세행정에 대한 협조’와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
집에 대한 협조’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49조의2(지방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지방세법 제149조의3(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세법
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금융회사 등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한 자는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
를 수집하거나 작성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방세 과세자료 구축, 기
타 필요한 규정의 보완을 위한 법령정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 자동차 과세대장의 등록 자료를 매년 특정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123) 이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
로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123)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자료는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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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의 채무와 금융재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제83조124)
와 유사하게 ｢지방세기본법｣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일괄 조회가 가능한 근거 법령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금융정보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비밀이고, 개별규정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 공개가 원칙인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괄조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셋째, ｢지방세법｣의 주택분 취득
세와 재산세 규정의 주된 상속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다르게 되면 납세자들과 과세당
국에게 불필요한 갈등만을 초래하게 된다. 넷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지방세 구분 과세에 대한
명문 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였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합산되므
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할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구분하여 재산세를 산정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소득세와 관
련하여서도 지방세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규정에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지
방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지정절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법령정비이다. 이를
위해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는 상속인 등에게 지방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안심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
등에게 상속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 신고 등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수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2.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
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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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표
자가 신고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는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과세자료 관리조직의 신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과세자료
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세자료를 생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경우에처럼 이를 담당하
는 별도의 관리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추
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도 과세자료 통합관리
조직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
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과세주체가 되므로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관리 운영 조직의 필
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현재와 같이 개별 자치단체마다 중복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낮추고 지방세 담당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이미 국세와 관련된 세목들이 지방세
세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 국세 행정과 별개로 운영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세 과세자료에
대한 조직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조직은 중앙 부서와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관련부서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방
안으로는 특정인의 사망시 일정 기관(예, 지방세 조합) 또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예, 피상속인의
사망 개시지 등)가 주체가 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금융재산, 상속세액, 취득세 합계액등 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지방세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등재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협업체계 구축이 선
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산시
스템을 연계하여 수집 가능한 과세자료, 둘째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수집 가능하지는 않으
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과세자료, 셋째 세무조사 또
는 세원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자가 수기로 등록하는 과세자료이다. 지방세 행정에 필요한
과세자료는 전산 연계 가능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세목 또는 업무에 맞는 자료를 담당자
별로 전산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 담당자의 수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지방세 과세자료로써
행정에 활용된다. 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되고 수기로 관리되던 과세자료를 광역자
치단체에서 통합관리하고, 과세자료의 유형에 따라 중앙부서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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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수집 가능한 자료는 중앙부서 과세자
료 관리조직에서 일괄 연계하여 시스템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서 및 광역자치단체
는 주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적기에 신속하게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요청
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일괄 탑제하여 지방세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는 2010년 ｢지방세기본법｣ 제정이후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
상속인의 재산 총액, 부채 총액, 상속세액 등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에 대한 수집과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 행정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지방세 담당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를 위해 필요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지방세 정책적 관점 뿐 만아니라 지방세 실무 행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문제점을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
수의 공백, 둘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문제점, 셋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
템과 조직의 미비로 분류하였다.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
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피상
속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승계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법령 개정 내용의 불충분한 이해와 지방세 과세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강제징수처분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지방세 실무에서
는 이와 관련된 체납액에 대한 상담 또는 납부독촉 이외에는 실질적인 강제징수처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세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자료요구의 근거법령 부재, 취득세
와 재산세 규정의 불일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분과세 규정 미비 그리고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시스템과 조직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체납처분에 대한 통일적 지침의 마련, 둘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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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령 정비, 셋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조직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방세 담당자들은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실상 상속인 고
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마
련하여 우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속인이 납세의
무를 승계하는 한도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은 지방세표준프로그램에서 피상속인의 취득
세 및 재산세 내역을 열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추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와 유사한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자료요구의 근거법령을 보완하고, 그 외 필요
한 지방세법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
구축과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조직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방세 납세의무 승계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고, 특히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행위 등 체납처분의 진행
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조세채권이 황당하게 무력화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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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Ⅰ. 서 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
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이 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
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의 직접비용에 대하여는 정의나 예시가 없고, 간접비용에 대해서만 기능적으로 열거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직․간접비용 항목의 과세표준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
청 간 해석이 달라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
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장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에 대하여 회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회계학적으로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고,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의 원시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회계학적 측면에서 어
떤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본다.

Ⅱ. 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bykim0405@kil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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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외의 사실상의 취득가
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 사
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전반에 걸쳐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무상취득 외 대부분 적용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
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적용이 되고,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
적용이 된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범위가 개
인과 법인 여부, 취득원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세법 제10조제

5항의 경우가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이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
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기수
외(2016),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적용영역
취득원인

법인
과세표준

개인
근거규정

건축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매매

(장부가액)

과세표준

근거규정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10②

법인장부액＋세금계산서액
지방세법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⑤

max[사실상의
취득가격(검증가액), 확인금액]

국가등,
판결문, 공매
무상취득,

max[신고가액,

지방세법

기타

시가표준액]1)

§10②

지방세법 §10⑥
지방세법 §10⑤, ⑦

사실상의 취득가격

지방세법 §10⑤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10②

자료：마정화(2021) 수정, 김보영(2021)
1)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
아야 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으며(지방세운영과－5005, 2009.11.27.,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확인이 가능한 신고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 이상의 신고가액을 적용할 여
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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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법인의 장부가액)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시기를 기준
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비용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
거하고 있다. 자세한 항목은 제Ⅲ장에서 검토하겠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
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
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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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왔다.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을 반
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이는 부록에 수록한다. 부록에서 보
듯이 실제 건축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며, 쟁송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포
함 판단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김태호(2015)는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개별적인 지출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
하여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의무자들이 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신축 건축
물 과세표준액 자기점검표｣를 제시하였다.2)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신축건
물 취득세 사전점검표(신축비용 A to Z)｣를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개
별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Ⅲ. 회계학적 검토
1.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구분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외부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즉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관
리회계는 내부이해관계자(경영자)가 소유주로부터 수탁받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집행, 통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식별하여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기록․분류․요약․집계하여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가

(cost)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을 의미하며,
2) 점검표는 건축물과세표준액의 계산에 필요한 원가 구성항목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
성기준｣ 상의 공사원가계산 기준을 기초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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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expense)과 자산(asset)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가회계에서는 원가계산을 위하여 직
접비용(직접원가)과 간접비용(간접원가)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양쪽의 차이는 추적가능성에 따
라 달라지며, 직접비용은 특정 원가대상에 추적이 쉬운 원가, 간접비용은 추적이 어려워서 배분
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집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
에 따라 여러 개의 원가대상에 합리적으로 나누는 원가배분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된 간접비용은 다음과 같이 취득원인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
지며3),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해당되지 않고, 건축 이외의 원시취득의 경
우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지 조성 등 특수한 경우이며, 간주취득의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건축과 유상승계취득만 비교한다. 열거 항목을 보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의 경우에 해당되는 간접비용 항목이 더 많고, 주로
건설에 관련한 항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건축 시 기타 다른 취득원인에 비해 상당한 종류의
비용이 투입이 되며, 여러 단계의 건축 단계를 걸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과세표준 관련 쟁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하여 시행령을 적용하는 경우는 원시취득 중 건축이 취
득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2> 간접비용의 취득원인별 적용 구분(법인)
구분

항목

건축
유상
(신축․재축) 승계취득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〇

△4)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〇

〇

×5)

×

〇

〇

〇

〇

〇

〇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
액, ｢산지관리법｣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포함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부동산 취득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
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일반적으로 건축에 포함되는 경우와 유상승계취득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분한 것이며, 법적으로는 취
득원인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사한 비용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음.
4) 건설자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적용이 가능
5)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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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간접비용의 취득원인별 적용 구분(법인) (계속)
구분

항목

건축
유상
(신축․재축) 승계취득

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〇

〇

×

〇

×

〇

×

〇

×

〇

〇

〇

〇

8. 붙박이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포함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
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제외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
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법인의 경우, 취득원인이 원시취득이든 매매든 간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열거되어 있는 간접비용의 항목을 검토해 보면
원가회계적 특성과 재무회계적 특성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보인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원가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원가회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회계 용어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회계에서 사용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표현하겠다.
원가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외에는 원가회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열거된 이자, 부담금, 용역비․수
수료, 매각차손 등은 재무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계정이므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원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설명하자면, 시행령에 열거한 항목들은 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배분 과정이 생략되었다. 개념적으로 간접원가는 배분 과정을 통해 다른 원가대상에 배분되거
나, 자산성을 지니지 못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손익계산서 비용이 된다.
보다 자세하게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 방식을 살펴보고, 취득세의 쟁점 부분을 살펴
본 후 다시 한 번 개념적 비교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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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원가계산 관련 회계기준
국내 건설기업은 1983년에 제정되어 1992년에 개정된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예
산원가와 실제원가를 산정해 오다가, 1998년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설업의 특성으
로 인해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고, 1999
년 다시 개정되었다. 2003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개정되었고,

2011년부터 K－IFRS가 전면 도입되어 상장기업은 K－IFRS를,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의 회계기준도 외부이해관계자를 위한 재무보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가의 관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최근, 건설계약과 관련하여서
는 K－IFRS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 공포되어 2018년부터 의무
적용이 시작되고, 종전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이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준서 제

1115호는 일반적인 수익 인식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며, 건설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인 수
익 인식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인 계정이나 분개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종전의 회계처리
를 사용하겠지만, K－IFRS 의 특징상 회계처리를 모호하게 하거나 계정명을 포괄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도 많아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철 외(2018)에 의하면 건설업의 원가계산은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
다. 건설업은 개별 건설현장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하여 원가를 집계하고 관리하는 개별원가계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장기여서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가발생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원가대상인 건설현장의 여건과 시공조건의 제약에 따라 투입되는 원가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제조업에 비해 원가관리가 어렵다. 특히, 간접건설원가 비중이 높
아짐에도 불구하고 간접건설원가를 직접건설원가에 비례하여 건설현장에 배부하기 때문에, 건
설현장에 대한 원가계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원가계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며, 최종 원가대상은 건설현
장이다. 건설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의 4가지 요소이며, 이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로 구분한다. 이 중 직접원가는 건설현장에 직접 추적하고, 간접원가는 배부하여 원가대상에 집
계한다. 간접원가 중 개별부문비와 공통부문비는 3단계의 배부과정을 거쳐 간접건설원가를 집
계한다. 배부는 설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건설원가는 완성
되지 않은 미성공사라는 재고자산의 형태로 유지되다가 공사가 완성되면 완성공사의 원가로 집
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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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설원가계산 절차

출처：윤종철 외(2018)

3. 지방세법상 쟁점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지방
세법｣ 제7조)이며,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과세대상은 과세물건(취득행위)과 구분
하여 말할 수 있는데, 과세대상과 과세물건을 구분하는 경우6), 과세대상은 과세물건과 다른 개
념으로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정적 대상을 말하며, 과세물건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실제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김태호, 2021).
취득세의 경우 재산권이나 재산가치의 이전 또는 가치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이므로 유통행위인 “취득행위” 사실이 과세물건이 되지만,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이 된다고 할 수 있다(마정화․김태호, 2014).
회계는 법인을 계속기업으로 가정하되, 일정 기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reporting period)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기간은 분기, 반기, 연간으로 구분해 보고하게 된
다. 반면, 취득세에서는 취득시기 이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기간의 시작과 끝이 현재부터 과
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범위가 한정이 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간의 모호함은
6) 조세법 이론에서 과세대상과 과세물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
건 등”을 과세물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최명근, 2005), 조세부과의 목적물로서의 과세물건은 재정
학에서 말하는 과세대상이나 과세객체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
음(김태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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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과세대상 표현과 조합을 이루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된다. 여러 사례
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 흙막이공사, 파일공사, 바닥포장공사, 우물파기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비슷한 유형의 공사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닥포장공사와 우물파기공사에 관한 비용은 토지의 구성부분
으로 보아, 원시취득이 되는 건물 과세표준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
는다고 판결(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지급된 것이든 아니든 이는 토지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조심 2012지0553,

2012. 12. 10.)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는 농지조성
비,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라면 지목변
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지방세운영－902, 2008. 07. 10.)
－ 조형물공사비는 과세대상인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로 과세대상과 분리되는 경우이
므로 제외(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의 관련성이 있고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세정 13407－1189, 2002. 12. 17.)
－ 견본주택 관련 비용을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조심 2012지0553,

2012. 12. 10.)
특히, 철거비의 취급에 대하여 토지와 구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와 새로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해서 토지와 구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가 다르다.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건
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신축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
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12. 1. 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의 신․증축 없이
나대지 상태로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때에
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세정과－5439,

2007.12.18.).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건축시 토지와 건축물 관련 비용 발생하
는 경우, 개념적으로는 <그림 2>같이 토지와 건축물을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과
세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고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림 3>처럼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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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고 건축을 위하여 토지와 관련한 공사 등을 하게 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전부 건축
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취득시기와 과세대상 관련성과의 관계(개념)

<그림 3> 취득시기와 과세대상 관련성과의 관계(현실)

주：과세대상은 관련성에 따라 구분(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건축물의 신축 시, 토지 취득이 먼저 이루어지고,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통상 뒤에 이루어진
다.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토지 취득시기 이전에 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 수반
시 토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취득이 아니므로 과
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사 비용은 토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토지
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과세대상인 건축물과는 다른 시설물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
하여 현 시행령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
하므로 범위의 한정과 과세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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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 개념과의 비교
가. 취득시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
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
다. 이 경우, 취득시기는 공사가 완성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즉 모든 생산활동이 끝
나서 미성공사가 완성공사로 기록이 되는 때라고 볼 수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회계에서는 이 이후에는 재무회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며, 더 이상 자산화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이 지방세법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한 비용과 같고,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정확
하게 대응되지 않는다.

나. 원가대상
건설업 회계에서의 원가대상은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건설
활동을 위해 지출하였지만, 건설현장에 집계되지 않고 분양관련 공간, 시행사 등과 관련되는 간
접원가는 원가대상에 배부되지 않는다. 반면,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과세대상과 관련있는
취득행위 자체가 원가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설 활동도 물론 포함하지만, 건설 활동 이
외의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함하며, 공간을 한정짓지 않는다. 해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법상의 원가대상은 공간보다는 취득시기 이전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강하
다고 보인다.

다. 추적가능성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한 여러 판결 검토 결과, 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
련하여, 직접비용, 간접비용 유무가 아니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이며, 핵심은 취득 과세대상과의
관련성 여부인 경우가 많다.
넓은 범위로 해석을 해 보자면,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하는 추적가능성의 개념은 취득
세에서 과세대상 관련성의 개념과 대응된다고 보인다. 건설의 경우, 직접비용은 원가회계, 건설
업회계와 일치하는 범위이며, 과세대상 관련성이 분명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간접비
용은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직․간접비용도 원가회계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다만, 원가회계에서 간접원가는 기업마다 합리적 기준을 두어 원가대상에 배부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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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거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간접비용을 과세대상에 배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 인
식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재무회계 적용 여부
회계에서는 건설이 완성된 이후에는 원가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 개념이 적용되며, 더 이상
자산화를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완성되기 전에는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한다. 그런데, 시행
령의 열거된 간접비용 중에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충당금, 할부이자 등의 재무회계적 개념
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마. 장․단기 구분
회계에서 생산기간이 장기가 되는 경우와 단기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
현재가치나 진행률 측면에서 장기와 단기는 차이가 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원인별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 정비 필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대하여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직접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간접비용은 일부 열거되어 있으나, 원칙을 찾아보기
가 힘들다.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으면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목적과 회계기준
의 목적은 상이하고, 기업회계기준 중에서도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하여도 합의가 부족
한 상황이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장부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건
축 시에는 원가회계 성격이 강하고, 유상승계 취득시에는 재무회계 성격이 강해지게 된다. 하지
만, 취득원인에 따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원인별로 규정을 달리 하고, 건축 시에는 원가
회계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취득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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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격과 자기가 건
설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취득세는 보다 다양한 취득원인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취득원인에 대하여 한 규정에서 포괄하는 것은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각 취득원인별로
직접비용의 정의를 달리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표 3> 취득가액의 규정 간 비교
취득원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

양도소득세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 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 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
또는 건설등

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성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모두 취득에서 처분까지 자산과 비용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시기 이후 비용화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를 자본화(자산화)하는 것은 수익․비
용 대응을 위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하기 위한 것이며,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
한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기록한 이후 사용에 따른 원가를 감가상각을 통하여 영업이익에 반영
한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이후 처분시에 매출원가로 비용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원가는 자산으
로 계상해도 언젠가는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즉, 회계기준은 자산의 측정에 대한 초점이 미래의 효익과 기간 간 배분에 맞춰져 있어서, 과
거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취득세 사실상의 취득가격 규정은 양도소득세 혹은 법인세와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비용 포함 여부로 인해 발생한 차이는 영구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본화에 대하여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준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데, 특히나 K－IFRS는 구체적인 계정명 적용이나 자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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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가 넓다. 기능적인 비용 항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우선하여, 명확하게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관련성에 대하여 원칙을
수립하여야 실제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해 상충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원시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비용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법인의 장부를 이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회계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목적은 회계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양
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회계이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다. 원가회계와 재무회계
구분 측면, 건설업 회계기준 측면, 취득세 쟁점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는데, 취
득시기, 원가대상, 추적가능성, 재무회계 적용 여부, 장․단기 구분에 있어서 비슷한 면도 있고,
크게 차이나는 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회계학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연구를 시작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세부적인 비용의 성격과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원시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회계학적 검토

221

참고문헌
김경하, “취득단계의 취득가액과 양도 단계의 취득가액 비교․연구：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취급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한국지방세학회, 2020.
김청식, “실질적 관리장소 세제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2권 제1호, 한
국국제조세협회, 2017.
김태호. ｢신축건물 과세표준액계산 자기점검표 도입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서울：더존테크윌, 2021.
김행선. ｢취득세의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마정화, ｢취득세 과세표준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마정화․김태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박광현, ｢지방세 이해와 실무｣, 서울：삼일인포마인, 2021.
박상수,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성용운․김병일.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3). 한국세무학회,
2011.

송쌍종, ｢조세법론｣, 서울：법문사, 1993.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계｣. 서울：도서출판 탐진, 2021.
윤종철․한종수․이상철. “건설업 원가계산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저널｣ 제27권 제3호.
2018.

이동식. “부동산 무상거래와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제도의 문제점”. ｢조세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
국세법학회, 2014.
임상빈.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제기되는 지방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고찰”. ｢지방세포럼｣ 제8권. 한
국지방세연구원, 2013.
정문현․송영선․황동욱․장한성, ｢핵심실무 양도소득세(2021)｣, 서울：조세통람, 2021.
차명기․김수성. “취득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
포럼, 2016.
최명근. ｢세법학총론｣. 서울：세경사, 2005.
행정안전부. 지방세 업무 매뉴얼 －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 2020.
허원․윤태화․심현욱․한우영, ｢현대사회와 세금｣, 서울：세학사, 2021.
현기수․임상빈․전인열.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이론과 실무｣. 서울：삼일인포마인, 2016.

222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부록> 취득가액(간접비용 등) 해석사례(일부)
구분
가설공사(흙막이공사, 파일공사 등)
감정평가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참고해석

토지 건물

지목
변경

기타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
－
6364 판결

〇

－

－

세정 13407－1161, 2000.10.4.
조심2015지298, 2015.06.10.

〇

〇

－

－

조심2013지594, 2013.12.10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두 〇
5517 판결

〇

〇

〇

견본주택 취득
(1년 이상)

세정13407－706, 2000.06.07

－

〇
(별도)

－

－

취득일이후발생,
견본주택유지비용

조심2012지580, 2012.12.10

－

×

－

－

지방세운영과－2656(2011.6.9.)
지방세운영과－5018, 2009.11.27.

〇

〇

－

－

조심2011지300, 2012.02.09

－

〇

－

－

명도비

세정－98, 2005.12.15.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 ×
24586 판결

×

－

－

바닥포장공사, 우물파기공사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
－
6364 판결

×

－

－

지방세심사2005－80, 2005.04.06

－

×

－

－

－

〇

－

－

세정－4102, 2005.12.06.
조심2011지891, 2012.03.3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대법원 2012.01.16. 선고 2011두
29472 판결

〇

－

－

개발부담금
세정13407－1664, 1997.12.23.
개발부담금산정비용 세정－3885, 2005.11.21

－

×

－

－

급수공사부담금
전기공사부담금 지방세운영－2657, 2008.12.23
도시가스시설부담금

－

×

－

－

견본주택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냉동고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부담금

건축주가
도급법인에 지급

도급법인이
세정－4279, 2004.11.25.
하도급법인에 지급 세정－2509, 2005.09.06.

기반시설부담금

조심2011지623, 2012.07.10

－

〇

－

－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지방세운영－902, 2008.07.10.

－

×

〇

－

－

〇

－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정－2007,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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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취득가액(간접비용 등) 해석사례(일부) (계속)
구분
부담금

참고해석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관련

세정－429, 2005.01.26.
지방세운영과－3861, 2015.12.11

토지 건물
－

×
〇

지목
변경

기타

－

－

분양보증수수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672 판결

－

×

－

－

광고선전비,
분양대행수수료

도세－5, 2008.03.13

－

×

－

－

조심2013지715, 2013.11.26
조심2011지408, 2012.03.23

－

×

－

－

지방세운영－1845, 2016.07.14.

－

〇

－

－

〇

〇

－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41640 판결

〇

〇

－

－

조심2008지483, 2008.12.09
세정13407－1189, 2002.12.17

－

×

〇

－

상수도인입비
(시설공사비)
시행사 발생 비용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조심2014지1146, 2014.08.29.
채무인수액
조심2014지637, 2014.10.27
연체료
지목변경 수반시

지방세심사2007－459, 2007.08.27
지목변경 미수반시
조경공사
세정13407－112, 1999.01.21.
－
단지내포장공사
건축물 미수반
택지(대→대)일 경우
건축물 수반시
－
옥상조경
조형물공사비
철거비
컨설팅수수료

×

×

－

〇
〇

×

－

조심2008지610, 2009.04.07

－

〇

－

－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

×

－

－

지방세운영과－1552, 2016.06.17

〇

〇

－

－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세정13407－151, 2002.02.08.

〇

〇

－

－

－

×

－

－

－

〇

－

－

하자보수충당금 건축주 직접공사시 세정13407－1235, 2000.10.24
퇴직급여충당금
대법원 2010.02.11. 선고
건축주 도급공사시
퇴직공제부금
2007두17373

제 3 분과

세무회계 / 신진연구

나동 501호
시간

15：00
～
16：30

사회자：임태균 교수 (전북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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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서울시립대)

선우희연
(세종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 재분석

최보람
(조선대)
유지선*
(전남대)

구자은
(수원대)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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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병욱*

<요 약>
과세대상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법령 및 유권해석
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즉, 법인의 자본거
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
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현실적인 원천징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
주와 발행법인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매우 큰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과세체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은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지급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지급단계의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주주들 중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으로 인해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이 동일해져서 결
과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신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상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해서 장래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무상주의 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행 소득
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서 현행 금융소득 중에서 원본손실가
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로 분류과세하는데, 의제배당도 잠재적인 원본손
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배당소득으
로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주제어> 의제배당, 무상주, 원천징수, 납세협력비용, 금융투자소득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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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식의 액면분할과 함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는 자본거래
가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서 발행법인의 주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사례들을 최근 빈번하
게 확인할 수 있다1). 물론 기업의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인해 증가한 주가는 결국
펀드멘탈의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이와 같이 무상주 발행을 통해 기업가치
를 제고하려는 사례는 특히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
에 동(同)무상주가 과세대상 의제배당에 해당해서 발행 시점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서 무상주를 교부하고, 이 경우에 동(同)무상주
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주식 발행법인의 자본 구성에서 익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잉여금이 발행대상 무상
주의 액면가액에 비해 부족하거나 해당 잉여금이 충분하더라도 무상주의 발행 당시에 자기주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해서 과세소득
의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주가 관리와 함께 경영권 방어 및
장래의 재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법인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3)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사례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과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

1) 2021.4.16.자 서울경제 기사(쪼개면 오른다?…증시 달구는 키워드 ‘분할’)에 의하면 주식을 쪼개고 회
사를 나누는 ‘분할’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증권가는 적절한 타이밍에 실시된 기업․주식 분
할이 최근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했던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금융
감독원의 발표내용을 인용한 2021.7.23.자 한국경제 기사(‘공짜주식’ 뿌리는 기업들 … 주가부양 특효
약?)에 의하면 2021년초부터 2021.7.23.까지 무상증자를 했거나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는 79개(유가증
권시장 상장사 15개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64개)로 전년 동(同)기간보다 68%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
짜 신주’로 유통주식 수를 늘려 주가를 띄우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증시 호황기를 맞아 가치를 높
이려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당분간 무상증자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
도하였다.
2)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금배당과 함께 의제배당도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의 발표내용을 인용한 2021.6.11.자 기사(코스피 사상 최고 수준인데 … 자사주 취득공시
‘봇물’ 왜?)에 의하면 2021년 5월 이후 2021.6.10.까지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내린 상장사는 코스피 5
개 및 코스닥 9개로 총 14개인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자사주 취득 결정이 3개(코스피 2개 및
코스닥 1개)에 그친 데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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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근거법령 등의 부재로 인해 현실적으
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주와 함께 소액의 현금배당도 동시에
지급하면서 해당 현금배당 지급액에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세액까지 동시에 징수하는 방식으
로 과세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실무상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무상주 발행 사례가 증가
하면서 자기주식 보유가 일반화되어서 이와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원천징수의 과세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기업의 활발한 자본거래에 세법규정
이 제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
인데, 이러한 과세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법규정의 마련이나 유권
해석의 정비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한 과세실무상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금융세제 및 관련 실무상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자본시장의 발전
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시행에 앞서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를 통해 조세제도의 개선
에 기여할 수 있는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Ⅱ.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1. 관련 법령의 분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고 규정했고, 동항 제3호는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의제배당”을 열거하였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의제배당”이란 <표 1>의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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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종류(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구분

유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
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소각 의제배당”)
3. 해산한 법인의4)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
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5)(이하 “해산 의제배당”)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하
“주식소각등
의제배당”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합병 의제배당”)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6) 취득하기 위하여 사
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분할 의제배당”)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이하 “익금 원천 무상주 의제배당”)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
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이하
“무상주
의제배당”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하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
4)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5)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및 다.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
7) 각 목은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나. 자산재평가
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인데, 이들 잉여금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들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제17조 제2항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들 규정에 의하면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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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
은 개인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이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및 분할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
으로 소각됨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재산가액－취득가액)을 의미한다(이하에서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이라 하고, 각 호
의 개별 사유별로 구분해서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각각 “소각 의제배당”, “해산 의제
배당”, “합병 의제배당” 및 “분할 의제배당”).
이와 별도로 동항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및 주
식배당)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의미하는데(이하 “무상주 의제배당”), 이들 중
동항 제2호는 이익잉여금과 함께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는(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주주에게 지급하는 무상주(이하 “익금 원천 무상
주 의제배당”)이고8), 동항 제5호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미배정으로 인해 나머지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同)지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이다(이하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
단, 이상과 관련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9) 따라 자본준비
지급하는 무상주는 기본적으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이하 “단기 전입 주식”) 및 ②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이하
“처분이익 우회 주식”)에는 예외적으로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에게 지급하는 무상주와 같이 의제배당으로(익금 원천 무상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서 단기 전입 주식을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구분하는 것은 주주에게 교부하는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해
당하지 않도록 교부 전에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계상하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처분이익 우회 주식을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인 단계에서 과
세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과세되지 않는 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
한 취지이다.
8) 단, 자기주식소각이익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
하거나(이하 “시가 초과 소각주식”)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이하 “단기소각주
식”)에는 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
다(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즉,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이고, 이를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주식가액은 자본금 전입의 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
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의제배당으로 주주에게 과세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하
는 대신 소각하고 이 때 발생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
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 초과 소각주식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
금 전입의 시기와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보게 한 것이다(임상엽과 정정운, 2021). 또한, 단기소각주식
은 당초의 자기주식 소각을 조세회피를 위한 비정상적 자본 감소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
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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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10)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11). 즉, 의제배당의 대
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동(同)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
금으로 대체한 후에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1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
고, 동항 제2호는 원천징수대상으로 “배당소득”을 열거하였다13). 또한,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동조 제7항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4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이하 “증권등”)에서14)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표 2>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
액할 수 있다.
10)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인 자본잉여금
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
11) 동일한 내용의 국세청 예규는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2019.10.21.)이다.
12) 2011년의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개인주주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2014.2.21.자 개정 소득세법과 함께 이를 확인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676,
2016.7.12.) 이후에 2018년부터 동(同)감액배당이 급증해서 현행 세법 규정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조세남용 행위를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21).
13)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전체 신고건수, 총
지급액 및 동(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0.3%, 1.2% 및
4.3%이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전체 신고건수, 총지급액 및 원천징수세액 중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원천징수대상 소득
배당소득
비율
(천건,
십억원) 신고건수 총지급액 소득세등 신고건수 총지급액 소득세등 신고건수 총지급액 소득세등
2015년

15,835

1,724,895

48,110

39

17,637

2,068

0.2%

1.0%

4.3%

2016년

16,701

1,822,206

54,098

41

17,922

2,134

0.2%

1.0%

3.9%

2017년

17,922

1,689,709

56,887

46

22,108

2,472

0.3%

1.3%

4.3%

2018년

19,178

1,844,140

62,900

53

25,087

2,779

0.3%

1.4%

4.4%

2019년

20,720

1,927,702

67,613

57

25,345

3,003

0.3%

1.3%

4.4%

계

90,356

9,008,652 28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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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0

12,456

0.3%

1.2%

4.3%

* 자료：연도별 국세통계연보
* 전체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법인분이 포함되고, 총지급액은 과세미달 및 비과세가 포함되며, 원천징수세
액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지 않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94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소득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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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리인․수탁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127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2>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인․수탁자
구분
1. 자본시장법 제309조에15)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
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2. 자본시장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인․수탁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자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은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동법 제128조의16)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
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17) 한다고 규정하였다. 추가적
으로,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와 함께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규정한 제46조 제4호 및 제5호
는 <표 1>의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은 <표 3>의 날짜(의제배당의 수입시기)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1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5)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자본시장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
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
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
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
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16)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
는 달(괄호 생략)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17)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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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 및 제46조 제4호 및 제5호)
구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해산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주식소각등

합병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의제배당

분할 의제배당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소각 의제배당
무상주 의제배당

익금 원천 무상주 의제배당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18)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19)20).
18)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하는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19)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배당소득을 받는 자
에게 그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3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① 금융회사 등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및
② 금융회사 등이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
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20) 또한,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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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표 4>와 같이 계산한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표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A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MIN(①＋② , ③)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3%

*B

②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일수 ×0.025%
③ 한도：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50%*C
*A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②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21).
B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고(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의 기간은 제외함),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함22).
C
*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에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한 금액은 10%

소득세법은 개별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표 5>와 같이 구분하는데, 전술한 의제배당(주식소
각등 의제배당 및 무상주 의제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여기서 종합과세 판정대상
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①)23)＋조건부 종합과세(②))
으로 계산하는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①＋②)＞2,000만원 인 경우에는 (①＋②)이고,

(①＋②)≦2,000만원 인 경우에는 ①이다.

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제133조의2 제1항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
다고 규정하였다.

2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4항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
2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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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분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30%

신청한 이자소득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무조건

기본세율
42%(90%24))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14%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9%․14%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
14%(25%)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25%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14%*)

비영업대금이익

14%

종합과세 그 밖의 이자․배당소득

*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익으로서 P2P 투자 이자소득은25) 14%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①＋②)의 구분에 따른 최대 45%의 누진적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금
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구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①＋②)＞2,000만원

(①＋②)

(①＋②)≦2,000만원

①

적용세율

2,000만원 초과분

타소득과 합산후 기본세율 적용

2,000만원

14%
14%(25%)

*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무조건 종합과세(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①)＋조건부 종합과세소
득(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9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5)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
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P2P”는 “Peer to
Peer”의 약어로써 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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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①＋②)＞2,000만원 인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전액
을 기본세율로 과세할 경우에는 (①＋②)＝2,000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
는 문제점(문턱효과, threshold effect) 때문이다. 또한, (①＋②)≦2,000만원 인 경우 ①은 원천징
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합과세하지만 세금부담은 결과적으로 분리과세의 경우
와 동일하게 된다.

2. 선행연구의 분석
소득세의 의제배당 및 원천징수의 제도적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인데, 이들 중 주
요한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의제배당과 관련해서 김의석(2016)은 일반적인 배당은 그 원천이 법인의 유보이익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이므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가 허
용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은 항상 법인의 실현이익을 처분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의제배당의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할 경우 과다 배당세액공
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법인세가 과세된 유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종근과 박훈(2016)은 무상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칙적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종근과 박훈(2016)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법정준비금 중 자본준비금을 감소시
켜 받은 이익배당은 자본의 환급으로서 과세되지 않아서 법인이 이익배당의 재원을 어떻게 선택하
는지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과세상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함에도 법인이 법정준비금 중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상법상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상엽(2018)은 해산 의제배당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은 해산법인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유보소득이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전환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에게 정확하게 과세하
기 위해서 회사의 잔여재산(납입자본 및 유보소득)이 분배될 때 납입자본 부분은 주식의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보소득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우승과 김완용(2019)은 합병 의제배당과 관련해서 적격합병에 대해서만 의제배당의 대상
인 합병차익을 규정해서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간에 주주 단계에서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대
한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도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해서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때 합병차익 중 합병매수차익은 의제배당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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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또한, 정우승과 김완용(2019)은 적격합병시 합병차익의 자
본전입이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보다 빠른 경우에는 법인 단계의
과세이연으로 아직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주주 단계에서 먼저 과
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과세시점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차익이 자본전입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시기를 법인 단
계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시점까지 이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다음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박상수(2012)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납세의
무에 준하는 일방적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에
신중해야 하고, 자동확정방식을 채택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분명해야 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과정이 단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원(2012)은 일본과 미국의 원천징수제도 관련 입법례를 비교․검토했는데, 일본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양면관계만 있을 뿐 국가와 원천납
세의무자 간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입법형식(간접형)을 채택하는 반면 미국은 원칙적
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입법형
식(직접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윤지현(2012)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지급 행
위를 본인 등이 다른 사람(대리인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의 문제에 대해 원천징수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입법론상으로는 ‘본인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해석론상으로 쟁점 조항의 문언과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를 볼 때

‘대리인 등’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원(2014)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독일의 원천
징수제도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독일의 근로소득세 신고의 변경청구권 또는 과오납한 근로소득
세의 환급청구권, 이의신청․소송의 당사자 자격 및 기납부세액의 공제대상 등을 고려할 때 직
접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원(2014)은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를 보
다 직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2019년 이전에도 법인세법에서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차익 중 장부에 계상
한 합병매수차익(당기수익)은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고, 이것은 과세된 잉여금에 해당하므로 합
병법인이 이익잉여금(합병매수차익)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무상주는 당연히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임상엽 및 정정운(2019)과는 상반된 것이다.
27)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월 이후 60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과세하는 합
병평가차익에 대해 그 과세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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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2017)은 원천징수의무가 자동확정 방식에 해당해서 과세관청이 구체적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시
행령이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고 있어서 논리적이지 않다는 입법적 오류를 지적하였다.
조형태와 윤재원(2020)은 우리나라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
의무자 및 과세관청에 비해 정보 보유 수준에서 열위에 있고, 원천징수업무가 위임되는 경우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더 커지고,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원천징수의
부담을 질 수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고객인 경우가 많아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완납적 원천징수의
축소,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시 본인의 책임 강화, 원천징수의무자 책임의 한계 부여, 금융소득
분류의 단순화 및 거래비용을 감안한 원천징수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소득세의 의제배당 및 원천징수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법리적 측면의
포괄적 분석인 반면 본 연구와 같이 과세실무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 이
행가능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발견할 수 없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공헌과 함께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는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 발행시 사실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한데, 원천
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해
당 무상주는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다르게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액주
주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주를 수령한 이들 개인주주들에게 사후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종합소득
세의 신고대상임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더라도 거액의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 발행법인이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개인주주들에게 발행하는 무
상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원천징수를 강제하는 것도 역시 가능한 대안이

242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라고 할 수 없다. 주식 발행법인은 이와 같이 개인주주에게 발행하는 무상주에 대한 원천징수를
현실적으로 대신 이행할 수 없지만, 원천징수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표 4>와 같이 원천징
수세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무상주를 교부받은 주주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제배당에 대해 대부분 세법 지식
의 부족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납원천징수세
액에 추가해서 <표 7>의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함께 <표 8>의 납부
지연가산세(연간 9.125%28))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표 7>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액29)

구분

사유

무신고가산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30)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소신고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
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표 8> 납부지연가산세
구분
사유

내용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소득세의 납부를31)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
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①＋②
① 소득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액

지연일수분＝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32)×미납기간33)×0.025%
② 소득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체납분＝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 ×3%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34)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
소납부분 세액

28) 0.025%×365일
29)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복식부기의무자와 일반적인 개인인 경우를 구분하
고, 다시 해당 사유로 부정행위와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를 구분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또는
부정행위인 경우는 대다수의 소액주주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가중하는 가산세액을 별
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30)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31)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를 포함한다.
32)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33)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은 제외)을 말한다.
34)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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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제배당을 제외하고 별도의 종합소득신고의 신고대상이 아니라서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납부일까지의 1년의 미납기간을 가정하면 당초 의제배당의 4.49%에35) 해당하는 비자발
적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이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
에서 원활하게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개인주주와 발행법인
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우 큰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
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상에서 기술한 무상주 발행에 의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무상주 의제배
당)과 함께 주식소각 등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보유주식의 소멸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른 유형의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주식소각 등을 통해 소멸하는 보유주식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원활한 원천징수가 가능한 반면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사유로 원천징수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주주에 대한 추가적 주
식 교부를 통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
는 것에 중대한 과세상 미비점이 있는 상태이다.
이익의 배당은 현금배당과 함께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이 가능하고, 현물배당은 정관에 금전
외의 기타 재산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36), 현물배당시 배
당가능한 현물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37), 상법상 배당 절차를 통해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함께 현물 및 주식은 우리나라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38).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배당,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의 형태와 무관하게
35) 15.4%×(20%＋9.25%)
36) 상법 제462조의4(2011년의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금전배당 외의 현물배당이 가능하게 되었다.)
37) 자기주식의 현물배당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에 대한 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고,
현물배당과 주식배당은 그 요건이 다르며,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한 현물 재원성을 가지고 있
어서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긍정설(상장사협의회, 2011)과 상법에 따른 주식배
당은 신주로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이 삭제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을 현물로 배당하는 것은 어
렵다고 보는 부정설(최준선, 2012)이 있는데, 이영철(2014)은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은 본래의 이익배
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8) 금전이 아닌 기타의 자산으로 배당하는 현물배당은 해당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
세하고, 현물배당을 한 주식발행법인은 배당으로 지급하는 자산의 시가상당액과 배당결의 시점의 장
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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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39),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은 별도의 현금지출액이 없는 상태에
서 당해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별도로 현금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표 2>의 대리인․수탁
자를 포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현실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중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법률적 책임과도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원천징수가 예납적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되, 동(同)세액의 최종적 확정․
납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40),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는 것이다41).
독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부의무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제도는 과세관청과 납세의
무자 간의 직접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수행하
지 못할 경우의 추가적 부담금(surcharge)도 없다42)43). 영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
는데, 그 밖의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는 소득수령자에
게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personal liability)를 부여하는 법령이
없고, 원천징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penalty)를 부과하는 법령도 없다44).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과중한 가산세의 부담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잠재적
인 과세상 불이익이 커지고, 이와 함께 대부분 예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미이행에 의
한 과중한 가산세의 부담으로 인해 주주의 잠재적인 과세상 불이익도 커지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과 거래비용
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45).
39) 주식배당은 회사재산을 사외로 유출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도
없다.
40)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다납부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고
(Treasury Regulation 1.6414－1(c)), 원천납부의무자만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41) 미국의 원천징수제도의 특징은 최원(2012)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2) IFA 2018 Seoul Congress Cahiers, Vol 103, Germany.
43) 독일의 원천징수제도의 특징은 최원(2014)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4) IFA 2018 Seoul Congress Cahiers, Vol 103, UK.
45) 이와 관련해서 조형태와 윤재원(2020)은 <표 2>의 대리인수탁자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게 원천납세
의무자가 영업상 고객이기 때문에 민원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소득세의 원천징
수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안내에 대한 부담이 크고, 투자자인 원천납세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의 징수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증권회사의 귀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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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개선방안
앞선 절에서 분석한 현행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제도
적 개선방안들은 아래와 같다.

(1)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배제 및 신고납부 분리과세 개인주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면제46)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과세체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
안은 현금배당을 제외한 의제배당(이하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지급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이와 같은 지급단계의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해당 비현금 의제배당이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
주주들 중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으로 인해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이 동
일해져서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신 신고납부 분리과세가47) 적용되는 주주들에 대해
서는(즉,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작은 대다수의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해 <표 7>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즉, 소득지급자의 비현금 의제배당 지급에 대해 현실적인 징수 곤란의 사정을 고려해서 원천
징수의무를 면제하되, 자발적인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 대신 그대
로 소득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가 선택적으로 면제되는 소
득지급자에 대해서는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분기 또는 매월 단
위로 단축해서 정부의 과세권 행사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48) 지급명세서 제
출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49)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46)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한 이번 절의 논의는 현물배당까지 포함한 전체 “비현금배당”에 대해서도 적
용할 수 있다.
47) 일반적인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되지만(원천징수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등의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계
산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4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
익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도 포함한다.
4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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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50),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51). 따라서, 매월 단위의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지급자의 비현금 의제배당 지급 사실이 과세관청에 통보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곤란한 사정을 반영하면서도 과
세관청의 적절한 과세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
행해서 종전에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함
께 연도별로 제출하던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2021년 7월부터 매월별로 제출하도록 했
는데52), 비록 시행상 취지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이 매월 제출하는 소득 지급증빙의 범위에
비현금 의제배당의 지급명세서까지 포함시키는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급단계의 원천징수의 미이행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작은
대다수의 개인주주들에 대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배제는 동

(同)가산세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53)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기한내의 신고․납
부와 비교해서 기간이자의 성격이 있는 <표 8>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무상주 의제배당의 제외
전술한 김종근과 박훈(2016)과 같이 무상주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분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칙적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범위
50)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
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서를 발
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포함)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포함)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2) 2021.7.18.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5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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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고,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해서 장래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
세함으로써 무상주의 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신주가 주주에게 교부되고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무상
주 교부와 무관하게 총재산의 변동이 없고, 주주도 보유주식만 증가하고 총주식의 가치나 지분
비율이 변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주 교부는 실질적으로 주식분할에 해당하고, 세법
상 배당소득의 요건 중에서 분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54)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김종근과 박
훈, 2016) 무상주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무상주의
교부는 소득세법의 원칙적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이
유로 미국은 Eisner v. Macomber 판결55) 이후 주식배당을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주식
배당이 비례적 지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과세하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
고, 일본도 2006년의 소득세법시행령56) 개정을 통해 주식의 무상배정으로 각 주주의 지분에 변
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하면 무상주 의제배당 중에서 익금 원천 무상주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개념
및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충분히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으로 인해 다른 일반주
54) 김종근과 박훈(2016)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개념은 소득구분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동질
적인 소득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조세조약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에 있어 당사국 간의 소득구분의 불
일치에 따른 난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배당소득의 개념에 부합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란 조세의 목적상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취급되
는 사업체에 의해 사업체의 이익이 주주(소유주)의 지위 그 자체에 의거하여 주주(소유주)에게 이전
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 김종근과 박훈
(2016)이 제시한 특정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은 아래와 같다.
<특정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김종근과 박훈, 2016)>
요건

내용

배당을 지급하는 주체는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불투명 사업체(non－transparent
지급자 요건
entity)여야 한다.
수령자 요건

배당소득의 수령자는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불투명 사업체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
여야 한다.

분배재원 요건 배당소득의 분배재원은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사업체의 이익이어야 한다.
분배 요건

독립적으로 과세객체가 되는 사업체의 이익이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분배되어야만 배당
소득이 실현된다. 분배가 있었다고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의해 회사의 재산이 감소되고
주주의 재산이 증가되어야 한다(Eisner v. Macomber, 225 US 189, 212(1920) 판결 참고).

55) Eisner v. Macomber, 225 US 189, 212(1920)
56) 일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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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의 지분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도 김종근과 박훈(2016)이 제시한 배당소득의 분배요건
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이익배당과 함께 의결권 등이 공익
권이 제한되어57) 일반주주들의 명목상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율이나 자기주식
을 제외한 총주식의 가치가 변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다58). 또한,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은 기본적으로 무상주의 원천인 잉여금이 법인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단계의 세후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개념에 부
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익금 원천 무상주 의제배당과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을 포괄하는 전체 무상
주 의제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의 개념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 배당소득
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현행 법령상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에 해당할
경우 원활한 원천징수의 이행이 곤란한 과세실무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다.

(3) 의제배당의 금융투자소득 구분
정부는 2020.7.22.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2023년 이후에는 <표 9>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에는 현행 소득세법에
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등”과 함께 다양한 과세방식이 적용되는 일체
의 금융투자상품(채권등(비과세),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파생상품(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반면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제외하였다. 또한, 과세기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통산한 순이익에 기
본공제액(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펀드의 이익에 대해서는 연간 5000만원이고, 기타 금융
57) 법무부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를 억제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은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
불어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을 포함한 자익권이 휴지된다고 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법무부 법심2301－1386, 1990.2.2.), 배당의 지급이 주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회사보유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법무부 법심2301－
7076, 1987.5.22.).
5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에서 과세하는 “비례적 지분의 변경”은 차등배당(법인
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다르게 하는
배당)에 해당하는 주식배당 및 주식의 무상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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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차감해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3억원의 과세표준을 기준
으로 20% 및 25%의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기로 하였다.
<표 9> 금융투자소득의 범위(2020년 세법개정안)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59)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60)

즉,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서 현행 금융소득 중에서 원본손실가능성
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이자․배당
소득의 현행 과세소득 구분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표 9>에서 열거하지 않은 의제배당도
여기에 해당해서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9.2.4.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 제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
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거래하는 행위인데, 동법
제3조는 금융투자업이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업 및 보험업에서 취급하는 수신상품이
나 보험상품과는 특별히 구별하여 <표 10>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0>과 같이 자본시장법은 이익획득이나 손실회피의 개념 외에 “투자성”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여타의 금융상품인 수신상품이나 보험상품과 구별하기 때
문에 금융투자상품을 수신․보험상품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투자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데61), “투자성”의 개념을 요약하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액이 권리로부터 회수할
59)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를 포함한다.
60) 파생상품과 결합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61) 이러한 구별은 금융투자상품이 은행법과 보험법에 의해 중복 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비록
은행업이나 보험업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라도 투자성을 가지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즉,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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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인 “투자원본의 손실위험”(이하 “투자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운
오와 전병욱, 2010).
<표 10>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분류(자본시장법 제3조)
①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
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
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이62)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63) 초과하게 될 위험(이
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64).
② …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따라서, 투자성은 투자위험의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고65), “투자성”의 개념을
금융소득에 적용하면 <표 9>의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투
전적으로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를 열거했고, 파생상품은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
로 그 기초자산을 4가지로 열거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고 투자자 보호 규율이 적용되므로 증권회사가 특정 신용 금융상
품을 설계하거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전적으로 불확실하여 금융혁신의 발전을 제약하
고,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규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
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동(同)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의 취급허용 및 투자자 보
호규율 적용)으로 하였고,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금융상품의 특성(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
권, 장외 파생상품 및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였다(이상의 내용은 재정경제부(2006.6.30.)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정안’ 설명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62)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3)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64)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
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관리신탁)의 수익권은 제외한다.
65) 투자성은 ‘원본손실이 발생하는 상품구조’나 ‘유통과정상의 가치변화(시장위험)’ 등을 포괄하여 판단
한다(재정경제부, 2006). 다만, 가치변동이 있는 실물자산을 소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익획득이나 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
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였다. 즉,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
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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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험을66) 부담하면서 획득하는 금융소득이고, 수신상품이나 보험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투
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획득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정운오와 전병욱, 2010).
그러나, <표 9>에 포함되지 않은 의제배당도 잠재적인 원본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
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2023년 이후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
서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제배당 중에서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이 감자․퇴사․탈퇴, 해
산, 합병 및 분할의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소각됨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가
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재산가액－취득가액)을 의미하는데, 별도
의 재산가액이 없거나(무상소각)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원본손실이 충분
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67)68)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의제배당 중에서 무상주 의제배당은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주를 수령하는 것이지만 앞
선 절의 분석과 같이 배당소득의 개념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0”인 무상주를 수령하는 것에 비해 무상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69),
지방교육세70), 법원 수수료71) 및 법률대리인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발행법인의 순자
66) 여기서 “투자원본손실위험”이란 자본시장법에서는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상품의 가
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기관의 파산위험
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67) 2020.12.15.자 한국일보 기사(천장 뚫린 코스피에 사상 최대 ‘주식소각’)에서 인용한 같은 날짜의 금
융감독원 발표 내용에 의하면 2020.1.1.부터 2020.12.9.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발생한 주식소각은 46
건(5조7,765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19년의 전체 실적(20건, 8,517억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는 무상소각을 한 경우도 7건(330억원)으로
2019년의 전체 실적(4건, 9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8) 국세청 예규인 법인46012－1111(1999.3.26.)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
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했는데, 동(同)예규는 무상소각에 의해 발생
한 주주의 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9)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70)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7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433호, 2012.11.30. 일부개정)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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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감소해서 무상주를 포함한 전체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에서는 명목상 지분율의 증가로 인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에72)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
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73).
따라서, 주식소각등 의제배당과 무상주 의제배당을 포괄하는 전체 의제배당에 대해 충분한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서 배당소
득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현행 법령상 의제배당에 해당할 경우 원활한 원천징수의 이행이
곤란한 과세실무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74).

Ⅳ. 결 론
과세대상 의제배당을 통해 개인주주에게 무상주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지출액이
수수료)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7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
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
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
44조를 준용한다.
73) 이상과 유사하게 손영철(2020)은 저축성보험은 원금손실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표 9>와 관련해서
세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불입하는 보험료의 누계액인 투자자의 원금에
비해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수수료 등으로 인해 실제 원금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도 세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주장하였다.
74)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실
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즉, 의제배당을 금
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키더라도 금융투자소득등을 통해 지급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에는 포함되
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단, 동(同)세법개정안의 “금융투자소
득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소득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원천징수의무를 대체하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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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 근거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과세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자본시
장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법규정의 마련이나 유권해석의 정비
를 통해 이와 같은 가능한 과세실무상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금융세제 및 관련 실무상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
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시행에 앞서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를 통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의제배당은 개인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이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및 분할의 사유로 인
해 비자발적으로 소각됨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인 “주식소각등 의제배당”과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무
상주의 가액인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이익잉여금과 함께 법인 단계에
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주주에게 지급하는 무상주인 “익금
원천 무상주 의제배당”과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대체하
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미배정으로 인해 나머지 일반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동(同)
지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인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구분된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 발행시 사실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한데,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으
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의제배당에 해
당하는 경우에 현행 소득세 과세제도에서 현실적인 원천징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주
와 발행법인에게 관련 납세의무를 강제하게 되면 매우 큰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무상주 의제배
당과 함께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주주에 대한 추가적 주식 교부를 통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정상적 방식으
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에 중대한 과세상 미비점이 있는 상태이다.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과세체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해 소득지급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거래비용을 고려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고, 지급단계의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주주
들 중 2,000만원 이하의 종합과세 판정대상금액으로 인해 분리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이 동일
해져서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신 신고납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미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다. 즉, 소득지급자의 비현금 의제배당 지급에 대해 현실적인 징수 곤란의 사정을 고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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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되, 자발적인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 대신 그
대로 소득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고,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가 선택적으로 면제되는
소득지급자에 대해서는 비현금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분기 또는 매월
단위로 단축해서 정부의 과세권 행사가 조기에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상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
으로 계산해서 장래의 처분시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무상주의 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현행 소득세 의제배당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신주가 주주에게 교부되고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무상주 교부와 무
관하게 총재산의 변동이 없고, 주주도 보유주식만 증가하고 총주식의 가치나 지분비율이 변동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주 교부는 실질적으로 주식분할에 해당하고, 세법상 배당소득
의 요건 중에서 분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외국의 입법례도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무상주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에서 현행 금융소득 중에서 원본손
실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을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로 분류과세하는데, 의제배당도 잠재적인
원본손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배당소득으로 구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식소각등 의제배당은 무상소각이거나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원본손실
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무상주 의제배당
도 별도의 대가 없이 무상주를 수령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경제적 가치가 “0”인 무상주를 수
령하는 것에 비해 무상증자에 따른 다양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해서
무상주를 포함한 전체 보유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분율
증가분 무상주 의제배당에서는 명목상 지분율의 증가로 인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
세 납세의무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인의 자본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무상주 발행과 관련
해서 과세규정의 미비로 인해 재무의사결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금융조세 분야의 조세정책 및 과세
실무상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세법
개정 논의와 함께 장래의 학술적 논의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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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최보람*․유지선**

<요 약>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먼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재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축소규정이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기업 규모가 이러한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갖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동안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는 양(＋)의 견고한 관계가
있었다. 이는 고윤성(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최원욱 외(201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기간별, 이연법인세 계상 여부별 하위표본을 이용하여 강건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이월결손
금과 기업가치간 양(＋)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2016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감소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나누어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기업가치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계는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서 더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부정적 신호가 대형주투자자들에게
더 민감하게 인식되어 이월결손금의 양(＋)의 효과를 더 큰 폭으로 상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고윤성(2009)와 최원욱 외(2019)의 연구 외에 거의 진행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최신 재무자료로 재검증하고 세법 개정사항의 효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업가치, 공제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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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세무상 이
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재분석하고, 공제한도율 인하 개정에 따라 세무상 이월결손금
의 가치가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기업규모별로 상이한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켜 미래의 추
가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효익을 발생시키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분투자자들이 기
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최원욱 외 2019). 그러나
이월결손금의 존재나 이월결손금의 연속발생 자체는 기업의 과거 수익성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의 존재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꼭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율 인하에 대한 세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
안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재무보고 의사결정, 기업의 투자관련 의사결정 및 기업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존재 여부․규모․성격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고윤성 2009, 최원욱 외

2019, 김문태와 김성현 2020). 이는 실증연구를 위한 이월결손금 관련 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
문인 것으로 선행연구는 해석하고 있다(최원욱 외 2019). 실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자료는 주석
사항의 기재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연법인세 계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추정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법인세 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세무회계 연구주제임에 분명하다.
또한 기업의 악화된 수익성을 대변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에 실증분석이
필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나 이월결손금에 대한 세
법 규정은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중소기업 외 기업의 이월
결손금 공제한도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반면, 2020년도 발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15년으로 확대되는 등 결손금에 대한 정부 정책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간 관계를 재검증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이 10년이며 K－IFRS 도입 이후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1) 동안 세무상 이
1) 이월결손금 및 일부 재무자료들을 기초금액을 이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K－IFRS 의 최초적용연도인
2011년부터 연구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외부 사건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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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 관계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다. 이는 이월결손금에 대하
여 시장이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기간별, 이연법인세 계상
여부 별 하위 표본을 이용하여 강건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간에
는 양(＋)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2016년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감소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한도 축소 전 후로 표본을 구분하여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월
결손금의 기간이익 상실분, 즉, 결손금 공제가 1년 지연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운용수익 또는 이
자수익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계는 중소형주에 비해 대형주에서 더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주투자자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갖는 부정적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갖는 긍정적
효과가 대형주에서 더 큰 폭으로 상쇄됨을 뜻한다. 중소형주 투자자들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부정적 신호가 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소폭으로 상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세법 개정과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과 모형을 설정한 후 제Ⅳ장에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
서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Ⅱ. 이론적배경 및 가설설정
1.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계산과 개정연혁
법인세 계산구조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2020년도는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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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대상으
로 한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의 경우 일반법인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은 이월결손금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의 발생 자체가 당기순이익이 음(－)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
업가치와 음(－)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미래현금법인세유출
액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이 식(1)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5년 이후 중소기업 외 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100%가 아닌 일정비율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게 개정
된 것이다. 하기 <표 1>에서는 개별납세방식의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개정 연혁을 정리하였다.

2015년 이전에는 소득금액의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 중소기
업 외의 법인은 지속적으로 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되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 100% 한도
로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2)
<표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변화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외

2015.12.31. 이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100%

2016.1.1.부터 2017.12.31.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80%

2018.1.1.부터 2018.12.31.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70%

2019.1.1.이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60%

다음 <표 2>는 100억원의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A 법인과 비중소기업 B 법인의
연도별, 기한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액을 당해연도 세무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00억 원인
경우와 200억 원인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100억 원인 상황에
서는 이월결손금보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작아 중소기업인 A와 중소기업이 아닌 B의 이월
결손금공제액에 차이가 발행하고 결국 과세표준도 달라진다. 또한 2016년 이후 공제한도가 계
속 감소하기 때문에 두 기업간 과세표준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이 200억 원인 상황에서는 이월결손금보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
에 중소기업 A와 비중소기업 B의 결손금 공제가능액 및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이
월결손금이 100억 원이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공제한도가 가장 작은 2019년
2)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20년 발생분부터는 공제기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공제율은 감소되고 공제기한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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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이후 60%의 한도율을 적용하여도 120억 원까지 이월결손금이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100억 원은 모두 공제된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의 가
치, 나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공제대상 연도, 중소기업 여부, 각사업연도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표 2> 이월결손금 공제와 과세표준의 계산
중소기업 A
(단위：억 원)

기간

중소기업 외 B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과세표준
공제액
공제액

2015.12.31. 이전

100

0

10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016.1.1.부터 2017.12.31.

100

0

80

20

100억 원인 경우

2018.1.1.부터 2018.12.31.

100

0

70

30

2019.1.1.이후

100

0

60

40

2015.12.31. 이전

100

0

100

0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2016.1.1.부터 2017.12.31.

100

0

100

0

200억 원인 경우

2018.1.1.부터 2018.12.31.

100

0

100

0

2019.1.1.이후

100

0

100

0

나. 이월결손금 공시의 형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데이터 취합시 수작업이 필요함에도 그 공시형태가 일관되지 않아 결
손금을 구별하는 데에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가 세무상 이월결손금
을 수집한 방법을 공시형태별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월결손금 수작업 수집은 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주석사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추정계산하여야 하
는 경우, 공시자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주석사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연도별 자료가 모두 제시되는 경우
결손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공시 형태는 연도별 만료 결손금이 직접적으로 공시되는 경우이
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직접 공시되는 기업은 많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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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예시：SK하이닉스 2011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 전략 …
라. 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관련 세무상 혜택이 미래
과세소득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는 미래
과세대상수익에서 차감될 수 있는 589,165백만원의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142,578백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미래 과세대상수익에서 차감될 수 있는 3,913,880백만
원(전기말：3,915,091백만원)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947,159백만원(전
기말：947,452백만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미사용 세액공제는 571,478백만원(전기말：590,744백만원)입니다.
마.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

(전략)

분

(전략)

(전략)

2019년

1,353,596

－

2021년
합

382,680

－

1,736,276

계

571,478

본 연구는 위 <그림 1>의 예시에 대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1,736,276백만원으로, 이연법인
세 계상 이월결손금은 1,736,276백만원에서 589,165백만원을 차감한 값으로 입력하였다. 이러
한 경우는 만료시기를 통해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박결손금 등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2) 일시적차이금액이 기초, 증감, 기말로 제시되는 경우
<그림 2> 예시：삼성SDI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5)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구 분
이월결손금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기 초

증 감

기 말

534,028,733

173,060,902

707,089,635

… 중략 …
(6) 당기말 현재 당사는 147,605,783천원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5,720,599천원의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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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일시적차이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이월결
손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계상 여부가 주석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을 모두 이연법인세 계상 이월결손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추정,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연법인세 주석 공시 시 일시적차이금액을 공시하지 않고 이연법인세
계상금액만을 공시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 금액을 공시한 경우 전년도 유효세율
에 따라 2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24.2%의 세율을 나누어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
월결손금의 미인식분이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연법인세를 미
인식한 항목들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액을 법인세율로 나누어 역산한 값을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으로 인해 이월결손금의 연구는 금액을 변수화한 연속
변수의 사용도 의미가 있지만, 결손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보다 정확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이월결손금 자료 공시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 자료 공시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계이익
이 음(－)으로 보고되어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과 이월
세액공제가 한줄 가량으로 매우 간략히 공시되어 (예, 진에어, 금호건설) 이연법인세가 이월결손
금과 이월세액공제액 중 어느 항목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분
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관한 연구
이월결손금에 관한 연구는 2008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변경시점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2010년대 초반까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가 그 이후는 거의 연구되고 있지 않다(최보람과 문
예영 2021).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월결손금과 기업의사결정(이익조정과
투자), 이월결손금과 외부인 의사결정(감사인, 재무분석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는 기업의 재무보고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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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이익조정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세무상 이월
결손금이 이익조정의 유인이 되는지, 2009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에 따른 이익조정의 영
향의 주제들을 연구하였고 대부분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간의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박
홍조와 송인만 2008 외 다수). 고윤성과 최원욱(2009)은 경영자가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산처분시 자산처분이익을 통해 재무보고비용을 감소시키고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사용하여
세무보고비용도 감소시키는 유인이 있다고 이월결손금과 투자의사결정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위 연구주제 중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는 고윤성(2009), 최원욱 외(2019) 및 김문태와 김성현

(2020)의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분야이다. 고윤성(2009)의 연구는
이월결손금 초기연구로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
다. 분석 결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기업가치와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는 이를 투자자들이 미래 손실가능성에 대한 정보보다 미래 세금비용 절감효과를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최원욱 외(2019)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세법개정, 이월결손금의 특성 등을 이
용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은 2009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
으로 증가한 개정사항에 따라 결손금 공제기한이 연장된 전후 기간을 구분하여 이를 자본시장
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임박결손금을 구별하여 시장이 반응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의 표본을 이용하여 고윤성(2009)의 방법에 따라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는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후 기간
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08년 이전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가, 2009년
이후 표본에서는 유의한 음(－)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결손금 공제기한의 변경이 이월결손
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이 결손금 공제기한 내에 이익
을 증가시킬 경영자의 유인을 낮출 것으로 자본시장이 받아들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박결손금의 존재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을 보여
임박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을 시장이 높이 평가한다고 해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문태와 김성현(2020)의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이연법인세 미인
식결손금을 중심으로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K－IFRS 도입으로 이연법인세
의 실현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인식 이월결손금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본 연구주제와는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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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설정
최원욱 외(2019)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존재유무/규모와
기업가치와의 음(－)의 관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후 강화된 음(－)의 관계, 임박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양(＋)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 표본을 사용
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표본을 이용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연구는 공백인 상
황이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의 연장은 이월결손금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월결손금의 사용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
향을 동시에 내포하지만, 최원욱 외(2019)의 연구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그
런데 이월결손금 자료는 그 발생연도가 주석에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박결손금을
구분하는 것이나 5년 또는 10년의 결손금 공제기한을 추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09년 발생 결손금부터 결손금 공제기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14년 초부터는 10년 공
제 가능 이월결손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전 사업연도는 5년 공제 가능 결손금과 10년
공제 가능 결손금이 섞여 있어 공제기한 연장의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3)
본 연구는 재무제표 형식의 통일성을 위해 2011년 K－IFRS 시행연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월결손금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제기한이 연장된 시점 이후기간의 표본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4)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10년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표본만을 이용해
재검증하고자 다음의 가설 1을 설정한다. 해당 가설에 대해 고윤성 외(2009)에서는 양(＋)의 관
계가, 최원욱 외(2019)에서는 음(－)의 관계가 관측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2012－

3) 이월결손금의 연도별 공제가능 기간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음영처리된 부분이 공제가능 기간으
로, 2009－2013년 기간에는 5년 공제가능 결손금과 10년 공제가능 결손금이 혼재되어 있고, 2014년도
초부터는 10년 공제가능 결손금으로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연도 05
공
제
기
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이후

(5년)
(5년)
(5년)
(5년)
(10년)
(10년)

4) 2011년도 재무자료부터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 기초(전기 말) 값을 관심변수로 이용하므
로, 실제 분석에는 2012년도 표본부터 사용되었다. 또한, 재무자료를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연도는
2020년이나,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외부 사건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
자 2020년도는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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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동안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은 10년으로 유지된 반면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계속 축소되었다. 공제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의 자산성(미래 법인세 감소 가능성)
이 높아지는 반면, 공제한도 축소는 이월결손금의 자산성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
향으로 인해 전체 기간에 대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원욱 외(2019)와 같이 귀무가설 형태로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구기간 동안 중소기업 외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2015년까지 100%,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0%,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로 점차 축소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외 법인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들이 공제되지 못하고 소멸될 확률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결손금이 공제되더라도 미래 기간이익만큼 현재가치에서 할인이 일어날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들이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가설 1>의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공제한도 축소 이후 음(－)의 영향이
강해지거나 양(＋)의 영향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는 공제기한
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상태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의 소멸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
거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으로써 공제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공제한도의 일부 축소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성, 그리고 이월결손금과 기
업가치간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지속적인 축소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축소는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과거 기업이 세무상 결손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과거에
계상된 음(－)의 회계이익에 기인한다.5) 선행연구들은 이월결손금이 기업의 미래 과세소득을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는 효과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존재가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5) 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는 세무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조정되지만 non－confroming(회계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간에는 일정한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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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과의 양(＋)의
관계를 견고하게 보고하고 있다(박홍조와 송인만 2008 외 다수). 이익조정은 이익지속성을 낮
춰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전규안과 박종일 2008),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기업가치
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대형주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다양한 감시비용과 정치적비용을 부담하므로 시장에서 이익조
정의 부정적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경우 기업가치에 더 큰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반면, 중소형주는 대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적고 감시나 비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시장이 이익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경우 결과 기업가
치가 변동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이월결손금과 기
업가치간 관계가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장이 이월결손금의 이익조정 관련 부정적 신호를 동일한 민감도로 받아들일 경우, 이
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관계가 시가총액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기업의
규모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의 대상이라 판단되므로, 시
간총액 규모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가설 3은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3. 시가총액 규모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Ⅲ. 연구 모형
1. 표본의 설정
본 연구는 2012－2019년의 기간에 유가증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관심변수로 이용하므로 실제 분석에는 2011
－2019년의 이월결손금 및 재무자료가 사용되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연도는 표본에서 제
외하였다.

1) 감사보고서 상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기업
2)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
3) 관리종목 지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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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5)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결측치인 기업

표본 선정절차는 다음 <표 3>과 같다. 최종 표본에 사용한 기업－연도는 총 4,670개이다.
<표 3> 표본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제외

2012－2019년 비금융 유가증권상장기업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자

9,010

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연도
(－)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연도

선정

1,144

7,866

(－) 관리종목 지정 기업－연도

121

7,745

(－)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연도

917

6,828

2,158

4,670

(－)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결측치인 기업－연도
최종 표본에 사용된 기업－연도

4,670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유무 및 크기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가설 1로 설정하였고, 다
음 식(2)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
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식(3)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가설 2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추가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식(4)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가설 3을 검증한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기초 이월결손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연속변수(NOLC)와 결손유무를 나
타내는 더미 변수(NOLD), 이상의 두 변수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종속변수로는 기업가
치의 대용치로서 Tobin’s Q를 사용한다.

            

       

TQt：(당기말 부채 장부가치＋당기말 자본 시장가치)/총자산；
NOLt－1：
NOLCt－1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기초총자산；
NOLDt－1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1, 아니면 0；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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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S：
SIZEt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t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GROWt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ROAt ：총자산이익률(＝세전이익/기초총자산)；
CFOt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PPEt ：유형자산/기초총자산；
IAt
：무형자산/기초총자산；
RNDt ：연구개발비/매출액；
AGEt ：존속기간[＝log(1＋존속기간)]；
BIG4t ：감사인이 4대회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 아니면 0；
FORNt ：외국인 지분율；
OWNt ：대주주 지분율；
ID ：산업더미변수
YD：연도더미변수

                           
                      
 ∑  ∑   

식(3)

LIMITt ：이월결손금 공제규모 축소를 적용받는 기업(비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
POSTt ：이월결손금 공제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이면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는 식(2)와 같음

                 
 ∑  ∑   

식(4)

LARGEt ：시가가 대형주표본이면 1, 중소형주표본이면 0
나머지 변수는 식(2)와 같음

통제변수는 고윤성(2009)와 최원욱 외(2019)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
산의 로그값으로 기업규모의 통제는 기업가치나 생략변수를 위한 통제이다. 주요 재무적 특성
을 통제하고자 부채비율(LEV), 매출액증가율(GROW), 총자산이익률(ROA)을 통제변수에 포함하
였다. 부채비율(LEV)은 재무적 위험의 증가에 따라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매출
액증가율(GROW)은 성장성의 지표로서 성장성이 높은 경우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가 예상
되고 총자산이익률(ROA)은 수익성의 지표로서 수익성이 높은 경우에도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현금흐름비율(CFO), 유형자산비
율(PPE), 무형자산비율(IA) 및 연구개발비 비율(RND)을 재무변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기업연

272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령에 따른 기업가치 차이를 통제하고자 존속기간 변수(AGE)를 포함하였고, 감사인 규모(BIG4)
와 외국인지분율(FORN), 대주주지분율(OWN)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이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가. 기술통계량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표 4>로 정리하였다.
<표 4>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D

Min

1Q

Median

3Q

Max

TQ

1.212

0.785

0.411

0.790

0.976

1.316

5.312

NOLC

0.040

0.136

0.000

0.000

0.000

0.000

0.910

NOLD

0.240

0.427

0.000

0.000

0.000

0.000

1.000

DTAD

0.149

0.356

0.000

0.000

0.000

0.000

1.000

SIZE

27.011

1.476

24.106

26.008

26.747

27.819

31.096

LEV

0.992

1.208

0.007

0.288

0.659

1.233

8.149

GROW

0.051

0.307

－0.731

－0.061

0.018

0.099

2.146

ROA

0.035

0.081

－0.301

0.006

0.033

0.07

0.319

CFO

0.051

0.07

－0.184

0.013

0.046

0.087

0.304

PPE

0.293

0.203

0.000

0.127

0.284

0.425

0.909

IA

0.022

0.041

0.000

0.003

0.008

0.021

0.284

RND

0.001

0.003

0.000

0.000

0.000

0.000

0.023

AGE

3.679

0.556

1.609

3.466

3.871

4.043

4.533

BIG4

0.681

0.466

0.000

0.000

1.000

1.000

1.000

FORN

0.106

0.130

0.000

0.016

0.052

0.147

0.593

OWN

0.309

0.162

0.056

0.184

0.273

0.408

0.897

LARGE

0.000

0.494

0.000

0.000

0.000

1.000

1.000

LIMIT

0.882

0.322

0.000

1.000

1.000

1.000

1.000

POST

0.525

0.499

0.000

0.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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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TQ
NOLC
NOLD
DTAD
SIZE
LEV
GROW
ROA
CFO
PPE
IA
RND
AGE
BIG4
FOR
OWN
LARGE
LIMIT
POST

：(부채 장부가치＋자본 시장가치)/총자산；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기초총자산；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1, 아니면 0；
：전기말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한 경우 1, 아니면 0；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총자산이익률(＝세전이익/기초총자산)；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유형자산/기초총자산；
：무형자산/기초총자산；
：연구개발비/매출액；
：존속기간[＝log(1＋존속기간)]；
：감사인이 4대회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 아니면 0；
：외국인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대형주이면 1, 아니면 0；
：이월결손금 공제축소의 대상(대기업)이면 1, 아니면 0；
：2016년－2019년도는 1, 2012－2015는 0.

기업가치의 대용치인 Tobin’s Q(TQ)의 경우 평균이 1.212, 중위수는 0.976으로 기업의 장부가
치보다 시장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NOLD는 0.240으로 전체 기업 중 24%가 세무
상 전기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말 이월결손금을 기초총자산으로 나
눈 NOLC의 평균은 0.040으로, 평균적으로 총자산의 4% 수준의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IMIT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대상기업(비중소기업)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 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평균값이 0.88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표본의 88.2%가 결손
금 공제한도 축소 대상 기업－연도에 해당함을 뜻한다. 결손금 공제한도가 시행되는 2016년 이
후를 1, 이전을 0으로 한 POST의 평균값은 0.525로, 2016년 이후 표본이 그 이전 표본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장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5>는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자료의 연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패널 A에서는 연도
별로 기업가치(TQ), 전기이월결손금의 크기(NOLC) 및 결손여부(NOLD)의 평균값을 제시하고,
패널 B에서는 주식규모별로 구분하여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주요변수 평균값을 각각 제시하였
다. 먼저 패널 A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기업가치(TQ)는 1.108에서 1.36의 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가(TQ)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9년까지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크기(NOLC)는 기초총자산 대비 점점 증가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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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평균 0.024, 2019년에는 0.049의 값을 보였다.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 비율을 나타내
는 NOLD 변수는 2012년 0.203에서 2019년 0.26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손금 중 이연법
인세 자산을 계상한 비율인 DTAD의 연도별 평균은 0.127부터 0.172 사이이다. 2012년 기준으
로 전체 표본의 20.3%의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였고 14.9%의 기업이 이연법인세를 계상
하였으므로 결손금 보유 표본의 73.4%(＝14.9%/20.3%)가 이연법인세를 계상한 것이다. 2019년
에는 전체 기업의 26.7%가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반면 17.2%가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를 계
상하였으므로 결손금 보유기업의 64.4%(＝17.2%/26.7%)가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 연도별 차이
가 있다.
패널 B는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표본을 시가총액규모에 따라 분류한 이후 각
하위표본별로 주요 변수의 평균을 제시한다. 대형주 기업표본(LARGE＝1)의 13.4%, 중소형주
기업표본(LARGE＝0)의 25.8%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형주의 결
손금 보유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총자산 대비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크기(NOLC)도
중소형주기업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업가치와 이월결손금의 연도별 현황
패널 A：연도별 평균
Variabl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N

538

545

561

573

583

599

627

644

TQ

1.108

1.14

1.212

1.36

1.272

1.293

1.163

1.149

NOLC

0.024

0.034

0.035

0.042

0.044

0.042

0.045

0.049

NOLD

0.203

0.235

0.242

0.253

0.233

0.232

0.25

0.267

DTAD

0.149

0.138

0.153

0.127

0.134

0.149

0.166

0.172

패널 B：주식규모별 표본수 및 평균
Variable

대형주 (LARGE＝1)
N

Mean

중소형주 (LARGE＝0)
N

Mean

TQ

665

1.703

3,962

1.130

NOLC

665

0.011

4,005

0.045

NOLD

665

0.134

4,005

0.258

1)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나. 상관관계 분석
<표 6>은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0.205*** －0.298*** －0.364***

0.045

－0.012

0.008

***

***

***

－0.133

0.028

PPE

IA

RND

AGE

BIG4

0.230

***

0.073

0.175

－0.081

***

0.008

0.502

***

0.450

***

－0.031

*

0.046

**

0.123

***

0.099

***

0.153

***

0.022

**

0.045

－0.197

－0.287

***

***

0.036

*

0.385

***

－0.064

***

0.077

***

0.688*** －0.042**

0.028

－0.146

***

0.057

***

0.031

*

－0.062

***

－0.032

*

0.181

***

－0.121

***

***

0.032

*

0.028

0.035*

0.035*

0.008

0.008

－0.117

***

－0.027

0.110

－0.02

0.087

***

0.169***

1.000

GROW

ROA

－0.02

0.196

***

0.177***

0.078***

0.271

***

0.081

***

－0.093

***

0.025

0.012

0.046

**

***

0.517

1.000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POST

－0.189

***

－0.119

***

0.039

－0.042**

1.000

LEV

0.106*** －0.299***

－0.005

***

0.151

1.000

SIZE

－0.074*** －0.035* －0.012

－0.145

***

－0.147

***

**

－0.052

***

0.012

0.001

－0.247

***

0.270*** －0.141*** －0.159***

LIMIT －0.055

LARGE

OWN －0.005

FORN

0.018

***

**

－0.221

0.184

CFO

***

***

0.017

ROA

0.046

0.105

GROW

0.306

**

0.141

***

－0.061

***

－0.131***

LEV

－0.206

1.000

NOLD

***

－0.021

***

0.519***

1.000

NOLC

***

SIZE

NOLD －0.008

0.106

***

1.000

TQ

NOLC

TQ

Variable

－0.032

*

0.184

***

0.186***

0.064***

0.284

***

0.122

***

－0.100

***

0.026

0.123

***

0.181***

1.000

CFO

－0.023

0.049

**

0.003

0.063***

－0.014

－0.015

－0.014

0.001

－0.023

1.000

PPE

0.001

0.0153

0.131***

0.012

0.095

***

0.090

***

－0.082

***

***

0.069

1.000

IA

<표 6> 상관관계 분석

－0.212***

－0.090

***

－0.092***

1.000

AGE

－0.015

0.032

*

－0.071

***

－0.026

0.086*** －0.089***

－0.028

0.070

***

0.061

***

0.001

1.000

RND

1.000

FORN

OWN

－0.054

***

0.307

***

0.390***

0.023

0.197

***

0.043

**

0.120

***

0.448*** 0.017

0.117*** －0.054*** 1.000

***

0.263

1.000

BIG4

－0.022

***

0.258

1.000

LARGE

－0.003 1.000

1.000

LIMIT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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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TQ)는 이월결손금의 크기(NOLC)와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이월결손금유무

(NOLD)와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부채비율(LEV)과 유형자산비율(PPE)은 기
업가치와 음(－)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성장성(GROW), 수익성(ROA), 현금흐름비율(CFO),
무형자산비율(IA) 및 연구개발비 비율(RND)과는 양(＋)의 유의한 상관관를 보였다. 기업 연령

(AGE)은 기업가치와 음(－)의 유의한 관계를, 외국인지분율(FORN)은 양(＋)의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기업가치와 중소기업 외 법인(LIMIT)간에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측된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기간(POST)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평균차이(t－test) 분석
<표 7>은 전기이월결손금이 있는 표본(NOLD＝1)과 없는 표본(NOLD＝0)간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7> 평균차이(t－test) 분석
Variable

NOLD＝0 (A)

NOLD＝1 (B)

Diff (A－B)

TQ

1.215

1.205

0.01

SIZE

27.119

26.669

1.643
***

0.450

***

LEV

0.779

1.663

－0.884

GROW

0.048

0.06

－0.011

ROA

0.052

－0.016

26.33

***

0.041

22.630
－1.579

0.02

PPE

0.291

0.297

－0.006

IA

0.022

0.022

－0.001

AGE
BIG4
FORN
OWN
LARGE

3.669
0.713
0.119
0.312
0.463

0.000
3.711
0.581
0.062
0.301
0.284

－24.224
2.321

0.068

0.061

0.001

8.860

***

CFO

RND

t－value

－0.707
**

0.001

*

－0.042

3.234
－2.509

***

8.440

***

14.124

0.132

0.057

*

0.012

1.634

***

10.68

***

0.178

LIMIT

0.919

0.766

0.153

14.12

POST

0.521

0.538

－0.017

－1.00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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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있는 표본과 그렇지 않은 표본의 기업가치(TQ)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1.643). 일반적으로 과거 결손이 발생한 경우 기업가치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평균
차이 분석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반면 기업규모(SIZE), 수익성(ROA), 현
금흐름비율(CFO), 연구개발비율(RND)은 이월결손금이 없는 기업표본이 더 유의하게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기업연령(AGE)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표본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대형주
비율(LARGE)과 비중소기업 비율(LIMIT)은 결손금이 없는 기업표본에서 더 유의하게 높았다.

2. 가설검증
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크기 및 이월결손금의 존재여부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하고 <표 8>로 정리하였다. (1)열과 (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식(2)를 추정한 결과이고,

(3)열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표본으로 제한하여 식(2)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월결손금의 크기(NOLC)
와 결손금 유무(NOLD) 모두 기업가치(TQ)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고윤성(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 기한이 연장된 2010년
대 이후에도 이월결손금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최원욱 외(2019)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최원욱 외(2019)는 이월결
손금 변수와 기업가치간 10% 수준의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2009년 이전 이월결손금은 양

(＋)의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2009년 이후 이월결손금은 음(－)의 유의한 관계가 관측되었다. 저
자들은 공제기한 연장의 제도 변화에 따라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
나 이들이 구분한 2009년 이후 이월결손금에는 5년의 공제기한이 적용되는 2009년 이전 발생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공제기한 연장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10년 공제분 이월결손금만 남게되는 2014년 이후 기업－연도만으로 표본을 구성
하였다.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한 상황에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양(＋)의 관계가 공고히 제시되었기에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는 고윤성

(2009)의 연구시기처럼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제기한이 10년이기 때문
에 결손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
의 양(＋)의 관계가 더 합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
6) 뒤의 강건성 분석에서 논하지만 고윤성(2009)와 최원욱 외(2019)의 이월결손금 측정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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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 분석 (가설 1)
Pooled

NOLD＝1

Variable

NOLC
(1)

NOLD
(2)

NOLC
(3)

Intercept

3.755***
(0.586)

4.147***
(0.608)

3.573***
(0.619)

NOL

0.918
(0.181)

***

0.130***
(0.041)

0.509***
(0.158)

SIZE

－0.093***
(0.022)

－0.108***
(0.023)

－0.096***
(0.022)

LEV

0.052
(0.016)

0.052
(0.015)

0.015
(0.011)

GROW

0.096
(0.047)

**

0.119**
(0.048)

0.095
(0.059)

ROA

1.609
(0.331)

***

1.437***
(0.346)

－0.484**
(0.244)

CFO

0.896
(0.283)

***

0.777***
(0.288)

－0.153
(0.347)

PPE

－0.349***
(0.118)

－0.308***
(0.117)

－0.195
(0.129)

IA

2.461
(0.936)

***

2.632***
(0.967)

2.499***
(0.924)

RND

14.815
(12.736)

15.633
(12.789)

51.751
(22.275)

AGE

－0.115**
(0.047)

－0.121**
(0.049)

－0.102
(0.068)

BIG4

0.017
(0.049)

0.013
(0.049)

－0.028
(0.069)

FORN

1.528
(0.364)

***

1.591***
(0.373)

0.606*
(0.338)

OWN

－0.043
(0.165)

－0.087
(0.171)

－0.067
(0.193)

Industry FE

Y

Y

Y

***

***

**

Year FE

Y

Y

Y

N

4,504

4,504

1,128

0.183

0.166

2

Adj.R
F

***

7.438

0.233
***

6.946

5.470***

1) (1)－(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한 식(2)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3)열은 이월결손금 계상법인(NOLD＝1)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식(2)을 추정한 결과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따라서 이들의 연구결과가 상반된 것은 이월결손금 측정의 문제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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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2016년부터 비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2016년 이후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공제한도의 축소는 결손금의 공제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된 점, 일시적으로 결손
금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점, 연속결손기업이라면 양

(＋)의 각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이월결손금의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했을 때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이 미미하여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는 기간이익에 따른 차이만을 야기할 것이다.7)

<표 9>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1)열
과 (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LIMIT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의 대상이 되는 비중소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고, POST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가 시작된 2016년 이후면 1, 아니
면 0인 더미변수이다. 본 분석의 관심변수는 상호작용 변수인 NOL*LIMIT*POST로서,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는 표본 중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표본이 공제한도 축소 이후연도에 기업가치
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관측하여 가설 2를 검증한다. (1), (2)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이월
결손금 대용치(NOLC, NOLD) 모두에서 NOL*LIMIT*POST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보이지 않
았다. 이는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표 9> 이월결손금 공제규모 축소의 영향 분석 (가설 2)
Pooled

POST＝0

POST＝1

Variable

NOLC
(1)

Intercept

3.372
(0.580)

3.489
(0.588)

2.908
(0.621)

3.124
(0.627)

4.111
(0.675)

3.992
(0.675)

NOL

1.114***
(0.281)

0.421***
(0.115)

1.179***
(0.310)

0.429***
(0.130)

1.071***
(0.349)

0.701***
(0.156)

LIMIT

－0.306***
(0.100)

－0.583***
(0.153)

－0.019
(0.068)

－0.414***
(0.122)

－0.250**
(0.099)

－0.686***
(0.136)

POST

0.323
(0.075)

0.470
(0.126)

NOL*LIMIT

－0.636
(0.419)

0.472***
(0.123)

－0.621
(0.448)

0.462***
(0.135)

－0.519
(0.399)

0.623***
(0.163)

***

***

NOLD
(2)
***

NOLC
(3)
***

NOLD
(4)
***

NOLC
(5)
***

NOLD
(6)
***

***

7) 이월결손금을 다음해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다다음 해에 공제받을 경우, 1년간의 기간이익을 상
실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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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이월결손금 공제규모 축소의 영향 분석 (가설 2) (계속)
Pooled

POST＝0

POST＝1

Variable

NOLC
(1)

NOLD
(2)

NOL*POST

0.012
(0.353)

－0.294
(0.166)

LIMIT*POST

0.357***
(0.078)

0.229**
(0.092)

NOL*LIMIT*POST

0.103
(0.388)

－0.161
(0.172)

SIZE

－0.081
(0.023)

－0.089
(0.023)

－0.059
(0.023)

－0.070
(0.023)

－0.099
(0.027)

－0.105
(0.027)

LEV

0.059***
(0.015)

0.064***
(0.015)

0.058***
(0.016)

0.062***
(0.017)

0.061***
(0.019)

0.065***
(0.018)

GROW

0.088
(0.047)

0.102
(0.048)

0.223
(0.074)

0.243
(0.076)

－0.008
(0.061)

0.000
(0.063)

ROA

1.765***
(0.327)

1.717***
(0.333)

1.943***
(0.424)

1.790***
(0.427)

1.586***
(0.376)

1.638***
(0.388)

CFO

0.979***
(0.284)

0.928***
(0.284)

1.040***
(0.332)

0.961***
(0.334)

0.932**
(0.363)

0.911**
(0.364)

PPE

－0.338
(0.117)

－0.316
(0.114)

－0.381
(0.136)

－0.330
(0.133)

－0.311
(0.128)

－0.310
(0.126)

**

***

*

***

NOLC
(3)

NOLD
(4)

NOLC
(5)

NOLD
(6)

*

***

**

***

***

***

***

***

***

**

***

**

***

**

IA

2.383
(0.940)

2.476***
(0.949)

2.128**
(0.826)

2.168***
(0.821)

2.595**
(1.174)

2.709**
(1.193)

RND

15.094
(13.101)

15.446
(13.291)

11.768
(9.909)

12.381
(10.119)

18.250
(17.148)

18.458
(17.239)

AGE

－0.108
(0.047)

－0.111
(0.047)

－0.124
(0.054)

－0.131
(0.054)

－0.100
(0.051)

－0.101
(0.051)

BIG4

0.029
(0.048)

0.038
(0.048)

0.050
(0.048)

0.052
(0.048)

0.021
(0.059)

0.033
(0.059)

FORN

1.479***
(0.359)

1.496***
(0.361)

1.527***
(0.377)

1.550***
(0.380)

1.400***
(0.387)

1.407***
(0.388)

OWN

0.031
(0.164)

0.022
(0.165)

0.028
(0.172)

0.019
(0.172)

0.024
(0.188)

0.017
(0.189)

Industry FE

Y

Y

Y

Y

Y

Y

Year FE

N

N

N

N

N

N

**

N

**

**

**

*

**

4,504

4,504

2,119

2,119

2,385

2,385

Adj.R

0.186

0.183

0.237

0.227

0.156

0.156

F

7.066

7.089***

6.119***

6.104***

6.704***

6.551***

2

***

1) (1)－(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한 식(3)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3)－(4)열과 (5)－(6)열은 각각 2012－2015년
(POST＝0) 기업－연도와 2016－2019년(POST＝1) 기업－연도로 구분한 하위 표본으로 식(3)을 추정한 결과
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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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열은 전체 표본을 공제한도 축소 이전 기간(POST＝0)과 이후 기간(POST＝1)으로 나
누어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이다. 공제한도 연한 축소 여부와 관계없
이 모든 경우에서 NOLC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회귀계수가, NOLD는 유의한 양(＋)의 회귀
계수가 관측되었다. 결론적으로, 공제한도 축소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기업가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형주 기업표본의 이월결손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증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1)－(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식(4)를 추정한
결과이다. (3)－(4)열은 대형주 표본을, (5)－(6)열은 중소형주 표본을 이용하여 각각 식(2)를 분
석한 결과이다. 먼저 (3)－(6)열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형주 표본을 이용한 (3)－(4)
열의 결과에 따르면, 결손금 더미변수(NOLD)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귀계수가, 결손
금규모변수(NOLC)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관측되었다. 유의성이 다
소 낮긴 하나 대형주 표본에서도 이월결손금은 기본적으로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임을
뜻한다. (5)－(6)열의 중소형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손금 대용치(NOLC, NOLD) 모두 기
업가치와의 유의한 양(＋)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에서 이월결손금은 기
업가치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1), (2)열의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본 분석의 관심변수는 NOL*LARGE 변수로, 이
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표본 중 대형주 표본이 기업가치에 갖는 증분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분석 결과 NOL*LARGE는 두 결손금 대용치(NOLC, NOLD) 모두에서 1% 수준의 유
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양(＋)의 관계가 중소형주보
다 대형주에서 더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이월결손금은 이익
조정 유인으로 해석되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유
한 대형주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시장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여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양(＋)
의 관계’가 더 큰 폭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소형주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시장
의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그 상쇄폭이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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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가총액 규모별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 분석 (가설 3)
Variable
Intercept
NOL
LARGE
NOL*LARGE
SIZE
LEV
GROW
ROA
CFO
PPE
IA
RND
AGE
BIG4
FORN
OWN
Industry FE
Year FE
N
2
Adj.R
F

Pooled
NOLC
NOLD
(1)
(2)
7.417***
7.709***
(0.640)
(0.656)
***
***
0.211
0.884
(0.171)
(0.041)
0.803***
0.749***
(0.064)
(0.066)
**
－0.634
－0.268***
(0.322)
(0.073)
***
***
－0.247
－0.259
(0.026)
(0.027)
0.082***
0.083***
(0.014)
(0.014)
0.095**
0.077*
(0.046)
(0.046)
***
***
1.300
1.429
(0.301)
(0.314)
0.657**
0.750***
(0.259)
(0.262)
－0.249**
－0.225**
(0.104)
(0.102)
***
***
2.469
2.366
(0.892)
(0.902)
9.598
9.737
(10.865)
(10.997)
－0.087**
－0.095**
(0.042)
(0.043)
－0.038
－0.039
(0.039)
(0.039)
1.318***
1.296***
(0.325)
(0.327)
－0.105
－0.140
(0.143)
(0.147)
Y
Y
Y
Y
4,504
4,504
0.288
0.280
***
***
10.482
10.933

LARGE＝1
NOLC
NOLD
(3)
(4)
8.573***
8.590***
(1.007)
(1.010)
*
0.691
0.074
(0.404)
(0.077)

***

－0.272
(0.039)
0.142***
(0.026)
0.060
(0.069)
***
3.693
(0.624)
0.934*
(0.484)
－0.535**
(0.210)
*
2.040
(1.217)
5.181
(13.873)
－0.084
(0.067)
－0.068
(0.115)
1.868***
(0.436)
0.088
(0.267)
Y
Y
1,929
0.322
***
8.632

***

－0.273
(0.039)
0.143***
(0.028)
0.061
(0.069)
***
3.660
(0.617)
0.928*
(0.486)
－0.489**
(0.203)
2.011
(1.227)
5.553
(14.148)
－0.079
(0.067)
－0.086
(0.113)
1.863***
(0.438)
0.083
(0.268)
Y
Y
1,929
0.319
***
8.626

LARGE＝0
NOLC
NOLD
(5)
(6)
5.840***
6.533***
(0.689)
(0.705)
***
***
0.621
0.092
(0.147)
(0.032)

***

－0.184
(0.027)
0.043***
(0.011)
0.076*
(0.042)
0.038
(0.200)
0.066
(0.216)
－0.135*
(0.079)
***
2.740
(0.729)
18.660**
(7.815)
－0.082**
(0.036)
0.001
(0.030)
－0.125
(0.130)
－0.068
(0.108)
Y
Y
2,575
0.252
***
11.131

***

－0.210
(0.027)
0.044***
(0.011)
0.106**
(0.046)
－0.098
(0.228)
－0.080
(0.221)
－0.125
(0.080)
***
2.975
(0.804)
19.092**
(8.158)
－0.094**
(0.038)
0.006
(0.031)
－0.120
(0.135)
－0.099
(0.115)
Y
Y
2,575
0.230
***
9.877

1) (1)－(2)열은 전체 표본을 이용한 식(4)의 회귀분석 결과이며, (3)－(4)열과 (5)－(6)열은 각각 대형주(LARGE＝
1)와 중소형주(LARGE＝0)로 분류된 기업－연도에 대해 식(2)를 추정한 결과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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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분석
가. 종속변수의 강건성 분석
본 연구는 고윤성(2009)의 방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이월결손금 규
모(NOLC)를 측정하였다. 반면 최원욱 외(2019)는 이월결손금 금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이월
결손금 규모(lnNOL)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 중 이월결손금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어떠한 변수가 더 적합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NOLC 변수와 lnNOL 변수를 이용하여 강건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NOLC의 회귀계수가 대체로 더 일관되게 유
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4열). 특히 두 변수를 모두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한 (3),

(6)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윤성(2009)의 측정치인 NOLC만 유의성을 보여, NOLC 변수 사용
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8)
<표 11> NOLC와 lnNOL 강건성 비교

Pooled
Variable

NOLC only
(1)

NOLC

0.918***
(0.181)

lnNOL only
(2)

***

lnNOL

NOLD＝1
NOLC＋lnNOL
(3)

NOLC only
(4)

0.933***
(0.200)

0.509***
(0.158)

0.006
(0.002)

－0.000
(0.002)

lnNOL only
(5)

NOLC＋lnNOL
(6)
0.544***
(0.167)

0.003
(0.002)

－0.002
(0.002)

Industry FE

Y

Y

Y

Y

Y

Y

Year FE

Y

Y

Y

Y

Y

Y

N

4,504

4,504

4,504

1,128

1,128

1,128

0.183

0.166

0.183

0.233

0.209

0.233

2

Adj.R
F

***

7.438

***

6.950

***

7.153

***

5.470

***

4.886

5.256***

1) (1)－(6)열은 식(2)의 분석 결과임. (1), (4)열의 관심변수는 NOLC, (2), (5)열의 관심변수는 lnNOL이며,
(3), (6)열은 NOLC와 lnNOL을 동시에 사용함.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8) lnNOL이 의미하는 결손금의 절대규모는 기본적으로 기업규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자산으로 조
정한 결손금의 상대적 규모(NOLC)가 더 합리적인 측정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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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전후 기간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표본의 이용
가설 2를 분석한 <표 9>를 통해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공제한도 축소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특정 기업이 공제한도 축소 이후에만 이
월결손금을 보유하였다면, 이러한 표본에는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편의를 통제하고 주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강
건성 분석에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축소이전과 이후기간 모두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으로 표본을 제한하여 식(2)를 재추정하였다.9) <표 12>에서 (1)열은 전체 기간의 분석 결과
이며, (2)열과 (3)열은 각각 공제한도 축소 전 기간(POST＝0)과 후 기간(POST＝1)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경우에서 이월결손금 규모(NOLC)와 기업가치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 2의 결과가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표 12> 공제규모 축소 전 후 기간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표본의 분석 결과
Pooled
(1)

POST＝0 (2012－2015)
(2)

POST＝1(2016－2019)
(3)

NOLC

0.547***
(0.188)

0.608***
(0.188)

0.443*
(0.241)

Industry FE

Y

Y

Y

Year FE

N

N

N

Variable

N

1,097

538

559

Adj.R2

0.247

0.243

0.289

8.158***

5.661***

F

***

9.193

1) 공제규모 축소 전 후 기간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연도로 표본을 제한하여 식(2)를 회귀분석한
결과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9) 이러한 표본은 양 기간 (2012－2015 및 2016－2019)모두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공제한
도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표본의 이월결손금의 보유시점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편
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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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도별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가설 2의 주분석 결과를 보고한 <표 9>와 직전 강건성분석의 결과인 <표 12>를 통해 본 연
구는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한차례 더 검증하고자 공제한도 축소 대상 기업 표본(LIMIT＝1)을 대상으로

2012－2019 기간의 연도별로 표본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3년을 제
외하고는 이월결손금크기(NOLC)와 기업가치(TQ)는 양(＋)의 유의성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2012－2015년과 2016－2019년의 두 기간으로 하위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하여도 양 기간 모두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가 축소된
첫 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2016년에 기업가치에 특별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개정 이전(14,15)과 개정 이후(16,17)로 표본을 나누
어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확인하여도 역시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공제한도 축소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한 <표 9>의 결과가 다시 한 번 지지되었다.
<표 13> 공제한도 축소 대상 기업(LIMIT＝1)을 이용한 연도별 분석
Pooled
Variable
NOLC

2012
(1)

2013
(2)

2014
(3)

2015
(4)

Pooled

2016
(5)

2017
(6)

2018
(7)

2019
(8)

14－17 표본

POST＝0 POST＝1 POST＝0 POST＝1
(9)
(10)
(11)
(12)

0.600* 0.123 0.829* 0.892* 0.791** 0.616* 0.658*** 0.474*** 0.646* 0.646*** 0.883** 0.710**
(0.334) (0.331) (0.482) (0.490) (0.379) (0.363) (0.215) (0.171) (0.338) (0.209) (0.445) (0.306)

Industry FE

Y

Y

Y

Y

Y

Y

Y

Y

Y

Y

Y

Y

Year FE

N

N

N

N

N

N

N

N

N

N

N

N

N

460

465

460

490

498

512

540

556

1875

2106

950

1010

0.323

0.366

0.279

0.237

0.189

0.224

0.151

0.182

0.269

0.179

0.249

0.203

2

Adj.R
F

***

5.759

***

4.876

***

4.934

***

4.440

***

3.344

***

11.236

***

4.244

***

5.216

***

6.577

***

5.678

***

5.673

***

5.978

1) (1)－(10)열은 2012－2019 기업－연도 표본을, (11)－(12)열은 2014－2019년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식(2)를
추정함. (1)－(8)열은 연도별 하위표본을 이용하였고, (9), (11)열은 공제한도 축소 전 표본(POST＝0)을, (10), (12)열
은 공제한도 축소 후 표본(POST＝1)을 이용함. 모든 열에서 표본은 공제한도 축소대상 기업(LIMIT＝1)으로 제한함.
2) 모든 패널에서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4)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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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연법인세 계상에 따른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의 규모를 측정
하여 보면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종속기업투자 및 이월세액공제 다음으로 이연법인세를 미인식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미계상한 경우라면 감사인
이 이월결손금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연법인세는 결손금 공
제가능성의 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연법인세 계상여부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
향을 미칠수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인식과는 다르게 시장이 이연법인세 계상 결손금을 미계상
결손금과 동일하게 인식한다면 기업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연법인세
계상여부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간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월결
손금을 보유한 기업(NOLD＝1)으로 표본을 제한한 후 다음의 식(5)를 추정하였다. <표 14>의 (1)
열은 전체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이고, (2)열과 (3)열은 각각 이연법인세 계상법인(DTAD＝1)과
미계상법인(DTAD＝0)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   

식(5)

<표 14> 이연법인세 자산 계상 여부의 영향
NOLD＝1
Variable

Pooled
(1)

NOLC

0.463
(0.185)

DTAD

－0.068
(0.057)

NOLC*DTAD

0.309
(0.356)

Industry FE
Year FE
N

**

DTAD＝1
(2)
***

DTAD＝0
(3)
**

0.725
(0.275)

0.377
(0.186)

Y

Y

Y

Y

Y

Y

1,085

503

582

Adj.R

0.265

0.243

0.296

F

4.924***

4.335***

4.333***

2

1) (1)열은 식(5)를 추정한 결과임. (2)열과 (3)열은 각각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한 기업표본(DTAD＝1)과
계상하지 않은 기업표본(DTAD＝0)을 이용하여 식(2)를 회귀분석한 결과임. 괄호안의 값은 firm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변수의 정의는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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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의 NOLC*DTAD 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이연법인세 계상여부가 이월결손금
과 기업가치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를 지지하듯, 이연법인
세 계상법인 표본(DTAD＝1, 2열)과 미계상법인 표본(DTAD＝0, 3열) 모두에서 이월결손금과 기
업가치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 계상 여부는 이월결손금
과 기업가치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을 보다 견고히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김문태와 김성현(2020)의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모형 및 다른 연구기간에
대해서도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미래의 조세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므로 ‘결
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연구의 수는 매우 제한적
이고, 상반된 선행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의 수집, 추정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
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법개정이 있
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도 분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
는 이월결손금의 세법 개정 시기를 연구기간으로 하여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재분
석하고, 세법상 공제한도 축소 및 기업규모가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는 Tobin’s Q로 측정하였고,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을 총자산으로 조
정한 이월결손금 규모변수(고윤성 2009)와 이월결손금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측정하였
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근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월결손금의 주석 공
시 방법은 개별기업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의 초반에 해당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월
결손금을 수집하였는지를 자세히 적시하였다. 이월결손금을 재무자료를 통해 추정하지 않고 공
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수집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설명한 선행연구가 없었
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월결손금 공시의 문제점도 관련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다. 연구의 가설 검증과 다양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양(＋)
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공제한도 축소가 이러한 양(＋)의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시가총액규모는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차별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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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회계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그 동안 연구의 불편성으로 거의 연구
되지 않은 연구주제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세법 개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
는다. 또한 상반된 연구결과에 대해 그 원인의 분석, 연구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통해 이월결손
금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한다. 비록
세무자료의 공시형태에 따라 법인세율 적용 등의 추정이 포함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기
될 수 있으나 가장 합리적인 추정과 보수적인 측정을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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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Net Operating Loss and Firm Value
<Abstrac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 net operating loss (NOL) and firm value. Using a set
of firm－year observations of firms listed in the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market for
the 2012－2019 period, we first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We
then further identify whether the newly introduced limitation on NOL deduction and the firm size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Our empirical analysis yields the following three findings. First, NOL shows a consistently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in the period of our analysi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Koh (2009), but contrary to those of Choi et al. (2019). We
continue to fi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NOL and firm value when we conduct
the robustness analysis using subsamples by the period and the status of deferred tax assets.
Second, we did not find evidence of the newly introduced limitation on NOL deduction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No significant incremental effect of the
limitation is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by years.
Lastl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is found to be weaker in firms
with higher market values (i.e., larger firms) than in firms with lower market values (i.e., smaller
firms). The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ten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bad signal of NOL of
larger firms. Therefore, we interpret our results as that the adverse effects of NOL offse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to greater extant in larger firms than in smaller
firms.
We contribute to the relevant research by scrutinizing the merely explored research are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L and firm value, especially using the most recent financial data of firms.
Our study also provides political implications by testing the effects of the tax amendments.
<Key words> Net operating loss (NOL), firm value, limitation on NOL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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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10)

최원욱*․조선애**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전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
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이 높아졌다. 이러
한 경향은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
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
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
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
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
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주제어> 세무위험, 조세회피,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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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
개발의 성과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
의 투자, 이에 대한 배분 및 관련 무형자산은 기업 성공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
구개발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회계처리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에, 연구개발비의 비용화와 자산화 사이에 경영자의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일례로 연구개
발비의 회계처리에 따라 기업의 성과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하
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에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
독지침’을 발표하여 경영자의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 인정되지 않는 미국 등 국가와 달리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의 지출수준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역시 기업의 실적 보고 및 경영자
성과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이용하는지, 특히 세무위험 관
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의
세무위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미래에 납부할 현금유출이 증가할 것이라
고 예상하고(Ciconte et al., 2016；Guenther et al., 2017；김진수와 고종권, 2016；강승구 등,

2017), 이러한 현금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법에 대해 주목하였다. 세무위험은 미
래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기업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로 현금 보유수준
을 높여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Chay and Suh, 2009；Hanlon et al.,

2017).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이유로 세무위험이 기업들의 비용 지출 및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세무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여서 미래 납세액 지출에 대
비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
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즉, 높은 세무
위험이 유발하는 불안정한 유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세무이익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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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하여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전자를 실제 이익조정의 성
격을 가지는 대응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발생액 이익조정의 범주에 속하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를 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된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자산화뿐
아니라 이익유연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다른 회계방법들의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
나 감가상각 연도나 방법의 조정을 통한 이익유연화는 세법 상 감가상각 연도와 방법을 준수하
는 성향이 높은 현행 실무 하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충당금의 증감을 통한 이익유연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세법 상 대부분의 충당금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
정되지 않으며, 세법 상 인정되는 대손충당금과 퇴직충당금의 경우도 세무 신고 상 납세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세법 상 손상차손의 인정도 물리적 손상에 국한되
는 등 대부분의 평가손익을 이용한 세무이익의 유연화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
면, 연구개발비는 자본화 정도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량적 회계처리를 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세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손금 인정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
영구적 차이를 통해 법인세비용과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다른 비용들보다 크기 때문
에, 자본화 정도가 세무이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회계처리를 통해 세무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지 여부를 다음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로,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
상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
이익을 유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무위험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로,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첫 번째 가설의 결과가 강화되는지 약화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
발비 자산화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
수록 세부담의 수준이 낮으므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해 세무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에 대비한 실제조정 성격인 유동성
확보 수단과 발생액 조정 성격인 자산화비중 제고 수단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가설로,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이 높은 경우 첫 번째 가설의 결과가 강화되는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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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전기 세무
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그 이유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
이다. 거액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금융당국의 모니터
링을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
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기업이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세무위험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법인세 납부액을 측정할 때,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에 재무상태표 상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조정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실제 법인세납부액을 이용하여 법인세 유효
세율을 추정하여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조세헤택 부분까지 반영된 실제 세 부담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세무위험과 조세회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
행연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
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Ⅳ장은 표본과 기술통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실증 결
과를 보인다. 제Ⅵ장에서는 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추가분석을 제시하고, 제
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세무위험이 야기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동기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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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의 재량적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세무위험과 다양한
비용지출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Amberger(2017)는 세무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의 경
우 현금배당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배당액도 줄어듦을 보고한 바 있다. 박종일 등(2019)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현금배당, 접대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기부금의 지출 수준이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Jacob et al.(2020)은 세무불확실성과 자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세무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본투자를 지연시킬 가능
성이 높고 투자 수준 역시 낮음을 보였다(박종일과 김수인, 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무위험이 야기하는 유동성의 불안정
성을 낮추기 위한 동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왔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
하여 세무위험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뿐만 아니라
자산으로도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미래의 세무이익을 유연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세무위험
이 높으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여 미래 세무이익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마희영과 유지연(2020)은 당기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
장기 연구개발비가 높을수록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을
증가시킴을 보인바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할수록 동 기간의 세무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마희영과 유지연(2020)은 같은 시점에서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높이면 같은 기간의 세무위험은 낮아진다 기술
적인 음(－)의 관계는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세무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과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당기에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기 보다는 자산으로 회
계처리하여 미래의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을 낮추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자
산화 회계처리를 이용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연구개발비 자산화뿐 아니라 이익유연화 관련 선행연
구에서 사용한 다른 회계방법들의 재량적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 연도나 방
법을 이용한 유연화 수단은 실무 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도와 방법을 따른다
는 점에서, 손상차손을 이용한 유연화 수단도 세법에서 물리적 손상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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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관련 비용이나 평가손익을 이용한 유연화 수단도 세법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납세자
재량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타 회계 선택에 의한 세무이익의 유연화 수단
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비 자본화 수준에 대한 회계 선택
은 세법이 개발비 계상에 대한 자체 조항 없이 기업회계기준의 재량적 처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1). 연구개발비가 세무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손금 인정뿐만 아니라 세액감면을 통하여 법인
세비용과 납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다른 비용들보다 크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자본화
정도가 세무이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수단보다 현저하게 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전기의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세무위험 관리를 위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이 높아진다.

2. 조세회피와 세무위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세무 관련 불확실성은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세무위험(tax risk)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
영자가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세회피 수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과 과세당국 간에는 정보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적발위험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의심 정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 확률을 차별화한다(최기호, 2018). 이와 관
련하여 Hoopes et al.(2012)는 적발위험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직접적인 분석을
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상섭(2012)과 나철호 등(2016)은 세무조사 연도 이전부터 조세회
피가 감소하다가 세무조사 연도 이후부터 다시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신
영식 등(2017)은 위와는 반대로 세무조사 직전 연도에 비하여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회피가 증
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적발위험과 조세회피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회피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최기호(2018)에 따르면 최근
국내 연구의 81%에서 유효세율(ETR)의 개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도를 측정하고 있다. 현금유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의 범위) [대통령령 제31220호 기준]
2.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
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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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세율(cashETR)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도를 측정하는 경우, 조세회피도가 높다(현금유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이익 대비 평균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세무당국의
관심을 더 받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즉, 적발위험이 높은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은 세무당국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
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의 높은 세무
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조세회피도가 높다(현금유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세금으로 지출하는 현금지출 수준이
이익대비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은 세무위험이 현실화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이
를 지불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경영자의 세무위험을
적극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어지고, 높은 조세회피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클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전기의 높은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
을 높이는 영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되는 영향, 즉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 간의 보완관
계 또는 대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것은,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
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연구개발비 지출수준과 세무위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 기준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상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의 양은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커질수록
경영자가 무형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남령과 최원욱(2010)
은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과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을 보인 바 있는데, 이
를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역시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가설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면 세무 상 손금이
한꺼번에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유효세율이 높아지고 세무유연화 효과가 커진다. 이때 연
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증가한다면, 연구

300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개발비 지출액 수준이 높을수록 가설1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보다 신중한 개발비 회계처
리를 요구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증가하여2),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은 기업이나 업종일
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익조정에 대한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은 세무 당국의 모니터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법 상 연
구개발비의 자산화는 기업회계기준의 재량적 판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업
들은 세무 당국의 모니터링보다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무위험을 감소시
키기 위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것이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을 먼저 신경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기 연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을 높게
지출할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여 세무위험을 낮추려는 유인은 약화될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상반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이 높은 경우에 세무위험이 연구
개발비 자산화비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3)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은,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
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산화 회계처리를 재량적으
로 이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
비의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를 자
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
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
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전기
의 세무위험과 당기의 연구개발비를 관측함으로써, 세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연구개발
비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공헌하는 바가 있다.
2)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장사(185사)를 분석한 결과 2014
년대비 2018년 연구개발비 지출은 연평균 15.6% 성장하였으나 연구개발비 지출 총액 중 무형자산으
로 계상한 비율은 2016년 24.3%에서 2018년 16.4%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2019.5.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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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실제 법인세납부액을 기준으로
세무위험을 측정하였다. 세무위험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법인세 납부액을 측정할 때, 손익
계산서상 법인세비용에 재무상태표상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증감을 조정하여 산정하는 방
법이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송재섭 등(20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K－IFRS 기준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실제 법인
세납부액을 이용하여 법인세 유효세율을 추정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조세헤택 부분까지 구
분된 현금납부 세부담액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대한 세 부담을 실제 현금으로 납부
한 현금지출이라고 정의하는 것에도 더욱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납부액을 현금
흐름표 상의 금액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설계
1. 변수 측정
가. 세무위험의 측정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미래에 증가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을 낮추는지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연
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세무위험은 해당 기를 포함한 과거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McGuire et al., 2013；마희영과 유지연, 2020).

세무위험(TAXRISK)

＝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표준편차 / 평균의 절댓값

현금유효세율(cashETR)

＝ 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부액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부액 ＝ 당년도 기말 법인세납부액－당년도 상반기 법인세납부액
＋차년도 상반기 법인세납부액＋[(당년상반기－익년상반기)
이자수익 수취액×원천징수세율(15.4%)] (송재섭 등, 2015)3)
3) 당년도 기말 현금흐름표 상 법인세납부(환급)액에는 당년도 과세소득 납부분(중간예납세액)과 전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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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높은 세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를 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산
화 회계처리가 증가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기의 연구개
발비 총지출액 대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연구개발비의 비중(RD_ASSETi.t)을 종속변수로 하고,
전기의 세무위험(TAXRISKi.t－1)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아래의 식(1)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RD_ASSETi.t＝β0＋β1 TAXRISKi.t－1＋β2 SIZEi.t＋β3 LEVi.t＋β4 OCFi.t＋β5 MTBi.t
＋β6 INTAGi.t＋β7 ROAi.t＋β8 KOSDAQi.t＋year＋industry＋ε

식 (1)

다음으로 가설2와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HIGHTAXAVDi.t－1)와
당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수준이 높은 경우(HIGHRDi.t)의 변수를 추가하여 세무위험(TAXRISKi.t－1)
과의 상호효과를 분석하였다.

RD_ASSETi.t＝β0＋β1 TAXRISKi.t－1*HIGHTAXAVDi.t－1＋β2 TAXRISKi.t－1
＋β3 HIGHTAXAVDi.t－1＋β4 SIZEi.t＋β5 LEVi.t＋β6 OCFi.t＋β7 MTBi.t
＋β8 INTAGi.t＋β9 ROAi.t＋β10 KOSDAQi.t＋year＋industry＋ε

식 (2)

세소득 납부분(확정납부세액)이 혼재되어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년도 상반기와 익년도 상반기
현금흐름표 상 법인세 납부(환급)액을 조정하면 당년 및 익년도 상반기 원천납수 세액부분에 대한 차
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추가로 조정하여 현금흐름표 상 법인세납부액을 계산하였다. 송재섭 등(2015)의
<표 3>을 발생가능성이 낮은 수시부과와 외국납부세액 항목을 제외한 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표 정보
당년도 기말 현금흐름표
법인세납부(환급)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정보
∙당년 과세소득 납부분 (중간예납＋원천납부)
∙전년 과세소득 납부분 (확정납부세액＋지방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

(－) 당년도 반기 현금흐름표 ∙당년 반기과세소득 납부분 (원천납부)
법인세납부(환급)액

∙전년 과세소득 납부분 (확정납부세액＋지방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

(＋) 익년도 반기 현금흐름표 ∙익년 반기과세소득 납부분 (원천납부)
법인세납부(환급)액
∙당년 과세소득 납부분 (확정납부세액＋지방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
＝ 당년 과세소득 납부분 (중간예납＋원천납부)
법인세 부담액 추정세액

＋ 당년 과세소득 납부분 (확정납부세액＋지방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
－ 당년 반기과세소득 납부분 (원천납부)
＋ 익년 반기과세소득 납부분 (원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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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_ASSETi.t＝β0＋β1 TAXRISKi.t－1*HIGHRDi.t＋β2 TAXRISKi.t－1＋β3 HIGHRDi.t
＋β4 SIZEi.t＋β5 LEVi.t＋β6 OCFi.t＋β7 MTBi.t＋β8 INTAGi.t
＋β9 ROAi.t＋β10 KOSDAQi.t＋year＋industry＋ε
여기서,
RD_ASSET
TAXRISK
HIGHTAXAVD
HIGHRD

＝
＝
＝
＝

SIZE
LEV
OCF
MTB
INTAG
ROA
KOSDAQi
year
industry
ε

＝
＝
＝
＝
＝
＝
＝
＝
＝
＝

식 (3)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세무위험 (cashETR의 변동계수)
cashETR이 산업별 하위 2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평균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총지출액이 산업별 상위 2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총부채 / 총자산
영업활동 현금흐름 / 평균총자산
시가총액 / 순자산의 장부금액
무형자산 / 총자산
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연도더미
산업더미
잔차항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당기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이다.

TS200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대비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
발비를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으로 측정하였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식(1)의 관심변수는 전기
세무위험(TAXRISK)으로 t－5년부터 t－1년까지 5년간의 현금유효세율(cashETR)의 변동계수로
측정하였다. 가설1의 예측대로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를 증가시킨다면 세무위험(TAXRISK)의 계수인 β1이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β1＞

0). 또한 가설2와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1)에 조세회피가 높은 경우(HIGHTAXAVD)를 나타
내는 더미변수와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이 높은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HIGHRD)를 추가하고
세무위험(TAXRISK)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설2와 가설3은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
하였는데, 높은 조세회피도(HIGHTAXAVD)와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수준(TAXRISK)이 가설1, 즉
높은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위험(TAXRISK)과 연구개발비 자본화비중(RD_ASSET)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조세
부담이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힌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기업규모

(SIZE)는 조세와 관련된 정치적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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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여력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비율(LEV)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측정하였으며, 부채사용을 통한 절세수단의 영향을 통
제한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호할수록 조세부담에 대한 여력이 높아져 기업의 세무 관
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평균총자산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OCF) 변수를 추가하였다. 성장 기회가 높은 기업은 자산 투자 시 비용 인식 시점을 조정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성장 기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장부금액 대비 시가총액(MTB)를 통제하
였으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선택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무형자산이 차
지하는 비중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총자산대비 무형자산(INTAG) 변수를 모형에 추가
하였다. 한편 기업의 조세부담과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익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자산 대비 당기순이익(ROA)을 모형에 추가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법인세율 변동 등 연도효
과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를 포함하였으며, 상장기업 중 코스
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의 값을 갖는 더미변
수(KOSDAQ)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Ⅳ. 표본 및 기술통계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① 2020년말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② 12월말 결산기업으로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TS2000에서 연구개발비 및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④ 현금유효세율(cashETR)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

<표 1>은 표본의 선정 방법을 나타낸다. t－1기의 세무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t－1기를 포
함한 과거 5년(t－5년부터 t－1기)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세무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2010
년～2019년의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기(t－1기)의 세무위험이 당기(t기)의 연구개
발비 자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는 2020년까지 수집한다. 위에
서 제시한 표본의 조건을 만족하는 총 4,557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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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선정 방법
표본 선정 기준

표본 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12월 결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11,120

제외：
(54)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제외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없거나 자산화비중이 1이상인 기업 제외

(3,088)

cashETR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제외

(3,421)
4,557

합 계

<표 2>에는 표본의 연도 및 산업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4,557개의 기업－연도 관측치 표
본이 연도별로 15.14%～17.60%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의 분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 10차 중분류를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표본은 총 52개의 산업으로 분류되었
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전체 표본의 13.3%을 차지하였고, 이하 다른 산업들은 전체 표본의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이 산업별로 골고루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표본의 분포
Panel A：표본의 연도별 분포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합계

표본 수

690

751

777

741

796

802

4,557

비율(%)

15.14%

16.48%

17.05%

16.26%

17.47%

17.60%

100.00%

Panel B：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

표본 수

비율(%)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606

13.3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0

9.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24

9.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43

7.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3

7.09%

출판업

215

4.72%

1차 금속 제조업

182

3.99%

전기장비 제조업

170

3.73%

식료품 제조업

16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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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분포 (계속)
Panel B：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

표본 수

비율(%)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3

3.58%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51

3.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8

3.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32

2.9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

2.57%

종합 건설업

96

2.11%

전문 서비스업

90

1.9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5

1.65%

소매업；자동차 제외

68

1.49%

정보서비스업

67

1.47%

우편 및 통신업

45

0.9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2

0.9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1

0.90%

음료 제조업

35

0.7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2

0.70%

사업지원 서비스업

29

0.64%

교육 서비스업

28

0.61%

전문직별 공사업

28

0.61%

가구 제조업

27

0.5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7

0.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7

0.5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6

0.57%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

0.55%

167

3.66%

4,557

100.00%

기타4)
합 계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RD_ASSET의 평균값(중위수)는 0.075(0.0000)으로 표본 중 약 20%수준인
4) 표본은 총 52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표본 중 0.5%이상의 관측치를 지닌 산업은 <표 2>에
별도로 제시하고, 0.5% 미만의 관측치를 지닌 산업들을 묶어 “기타”로 표시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산
업은 총 20개로 각각 총 표본에서 0.02%～0.0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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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개의 관측치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위험을 측정한 변
수인 TAXRISK의 평균값(중위수)는 0.586(0.482)로 나타났고, 현금유효세율인 cashETR의 평균
값(중위수)는 0.283(0.217)이며, 연구개발비 총 지출액인 RD_total의 평균값(중위수)는 0.024

(0.013)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로는 SIZE, LEV, OCF, MTB, INTAG, ROA를 사용하였다. SIZE
는 기업의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한 변수로 평균값(중위
수)이 19.379(19.126)로 측정되었다. LEV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평균값(중위수)이 0.339(0.329)로 나타났다. OCF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평균값(중위수)이 0.066(0.061)으로 측정되었고, 기업의 성장
기회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인 MTB의 평균값(중위수)는 1.633(1.134)로 나타났다.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으로 측정한 INTAG의 평균값(중위수)는 0.019(0.009)로 나타났고, 당기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 ROA의 평균값(중위수)는 0.04(0.037)로 측정되었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RD_ASSET

4,557

0.075

0.212

0.000

0.000

1.000

TAXRISK

4,557

0.586

0.421

0.033

0.482

1.870

cashETR

4,557

0.283

0.383

0.000

0.217

2.982

RD_total

4,557

0.024

0.029

0.000

0.013

0.153

SIZE

4,557

19.379

1.318

16.662

19.126

23.625

LEV

4,557

0.339

0.181

0.026

0.329

0.891

OCF

4,557

0.066

0.074

－0.253

0.061

0.279

MTB

4,557

1.633

1.606

0.272

1.134

13.300

INTAG

4,557

0.019

0.028

0.000

0.009

0.197

ROA

4,557

0.040

0.071

－0.515

0.037

0.245

RD_ASSET：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TAXRISK：세무위험(cashETR의 변
동계수), cashETR：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부액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RD_total：연구개발비 총지출액 /
평균총자산,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총부채 / 총자산, OCF：영업활동 현금흐름 / 평균총자산,
MTB：시가총액 / 순자산의 장부금액, INTAG：무형자산 / 총자산, ROA：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한 결과이다. 세무위험
(TAXRISK)과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은 1% 이하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고, 연구개발비 지출수준(RD_total)과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 역시 1% 이하의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금유효세율(cashETR)과 연구개발비 지출수준(RD_total) 역
시 세무위험(TAXRISK)과 1% 이하의 유의한 양(＋)의 상과관계를 보였다.

1

0.08

－0.00

RD_ASSET

TAXRISK

cashETR

0.06***
－0.22***

0.41***

－0.04***

INTAG

ROA

－0.13***

－0.01
0.08***

0.37***

0.27***

0.07***

－0.12***

－0.16***

1

RD_total

0.07***

－0.02

－0.10***

0.07***

0.22***

1

SIZE

－0.29***

0

0.06***

－0.15***

1

LEV

0.47***

0.05***

0.13***

1

OCF

0.09***

0.19***

1

MTB

－0.03**

1

INTAG

1

ROA

Note：*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RD_ASSET：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TAXRISK：세무위험(cashETR의 변동계수), cashETR：현금흐름표상 법인세납
부액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RD_total：연구개발비 총지출액 / 평균총자산,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총부채 / 총자산, OCF：영업활동 현금
흐름 / 평균총자산, MTB：시가총액 / 순자산의 장부금액, INTAG：무형자산 / 총자산, ROA：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0.04**

0.07***
－0.02

－0.08***

－0.18***

－0.02

MTB

OCF

0.11***

0.21***

0.05***

LEV

0.08***

－0.12***

－0.06

0.02

0.05

1

cashETR

***

SIZE

***

0.22

1

TAXRISK

***

0.07***

RD_total

***

RD_ASSET

변수

<표 4> 피어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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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
석에 앞서,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표본과 낮은 표본 사이에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이 다르
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 윌콕슨 순위합 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기 세무위험이 산업별 중위수보다 높은 경우를 HIGHTAXRISK 그룹
으로, 산업별 중위수보다 낮은 경우를 LOWTAXRISK 그룹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낮은 그룹의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평균은

0.0648이고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그룹의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평균은
0.0854으로 나왔으며, t테스트 결과 t값은 －3.2893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전기 세무위험이 높
은 그룹의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윌콕슨
순위합 검증 역시 1% 수준에서 유의한 z값을 보였다. 한편 전기 세무위험이 낮은 그룹의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표준편차는 0.1995이고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그룹의 당
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표준편차는 0.2235로, 분산분석 결과 f값은 1% 수준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에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의
표준편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경영자가 재량
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비중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 비교
LOWTAXRISK
변수
RD_ASSET

HIGHTAXRISK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테스트
(t값)

0.0648

0.1995

0.0854

0.2235

－3.2893***

윌콕슨
순위합 분석
(z값)

분산분석
(f값)

－3.501***

0.7972***

Note：*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2. 회귀분석 결과
<표 6>의 가설1(H1) 열은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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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RD_ASSET)을 종속변수로 하
고, 전기까지의 5개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계수로 측정한 전기 세무위험(TAXRISK)을 설명변수
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은 0.0264(t값＝3.77)로 나
와 전기 세무위험과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 사이에는 1% 미만의 매우 유의한 양(＋)의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1이 지지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에 연
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를 증가시킴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기까
지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세무이익을 유연화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가설2(H2) 열은 조세회피도가 높은 것이 전기 세무위험과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
화비중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가설2는 양방향의 결과가 모두 가능하
므로 귀무가설로 설정하였고,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

(HIGHTAXAVDi.t－1)의 변수를 추가하여 세무위험(TAXRISKi.t－1)과의 상호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HIGHTAXAVD*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2의 값은 －0.0335(t값＝－2.00)로 나왔
고,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은 0.0314(t값＝3.90)로 나와 가설1은 그대로 유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 세금으로 지출하는 현금지출 수준이 이익 대
비 낮기 때문에 기업은 세무위험이 현실화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수 있
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 높아 경영자가 세무위험을 적극적으로 낮추고자 하는 유인
이 적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높은 조세회피
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클 수 있으므로,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
중을 높이는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의 가설3(H3) 열은 당기의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수준이 전기 세무위험과 당기 연구개
발비 자산화비중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가설3은 양방향의 결과가 모두
가능하므로 귀무가설로 설정하였고,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 과거 당기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경우(HIGHRDi.t)의 변수를 추가하여 세무위험(TAXRISKi.t－1)과의 상호효과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HIGHRD*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2의 값은 －0.0515(t값＝－2.93)로 나
왔고,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은 0.0367(t값＝4.75)로 나와 가설1은 그대로 유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및 금융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증
가하여,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은 경우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
문에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줄이
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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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분석 결과
변수

가설1(H1)

가설2(H2)

가설3(H3)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0.0264***

3.77

0.0314***

3.9

0.0354***

4.67

－0.0515***

－2.93

－0.0041

－0.33

Dependent var.
RD_ASSET
Independent var.
TAXRISKt－1

**

HIGHTAXAVD*TAXRISKt－1

－0.0335

－2.00

HIGHRD*TAXRISKt－1
**

HIGHTAXAVDt－1

0.0339

2.29

HIGHRDt
Controls：
SIZE

0.0051*

1.83

0.0056**

1.99

0.0043

1.56

LEV

0.0182

1.01

0.0157

0.88

0.013

0.73

OCF

－0.0674

－1.56

－0.0674

－1.56

－0.0671

－1.56

MTB

－0.0013

－0.68

－0.0013

－0.71

－0.0002

－0.10

***

INTAG
ROA
KOSDAQ

28.47

3.2311***

28.53

－0.0079

－0.17

－0.0061

－0.13

0.0036

0.08

0.0001

0.01

－0.0003

－0.04

0.0001

0.02

－1.18

－0.1564

－1.29

－0.1402

－0.143

_cons

3.1051***

3.1068

29.17

－1.16

Year, Industry FE

Yes

Yes

Yes

N

4,557

4,557

4,557

F－value

25.07

24.41

24.96

Adj R2

0.2527

0.2532

0.2576

RD_ASSET：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총지출액, TAXRISK：세무위험(cashETR의 변동
계수), HIGHTAXAVD：cashETR이 산업별 하위 2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HIGHRD：평균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총지출액이 산업별 상위 2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총부채 / 총자산, OCF：영업활동 현금흐름 / 평균총자산, MTB：시가총액 / 순자산의 장부
금액, INTAG：무형자산 / 총자산, ROA：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Note：*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Ⅵ. 추가분석
<표 6>의 가설2 결과는 조세회피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가 세무위험 관리 상 대체수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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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의 증가를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되었다. 첫 번째 추가분석을 통하여, 전기
의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실제로 당기의 유동성도 상승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두 번
째 추가분석으로는, 가설2의 설명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로 현금유효세율(cashETR) 대신 선행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설2 결과가
유지되는지 강건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를 일시적차
이(TEMP)와 영구적차이(PERM)로 구분한 후 가설2 결과의 대부분이 일시적차이(TEMP)가 아
닌 영구적차이(PERM)로 인해 도출되었음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 기업이 당기에 세금을 납부할 충분한 유동성을 지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기업의 보유현금이 증가되
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4)를 검증하였다.

CASHi.t＝β0＋β1 HIGHTAXAVDi.t－1＋β2 SIZEi.t＋β3 LEVi.t＋β4 OCFi.t＋β5 MTBi.t
＋β6 INTAGi.t＋β7 ROAi.t＋β8 KOSDAQi.t＋year＋industy
여기서,
CASH
HIGHTAXAVD
SIZE
LEV
OCF
MTB
INTAG
ROA
KOSDAQ
year
industry
ε

식 (4)

＝현금및현금성자산 / (총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cashETR이 산업별 하위 20%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총부채 / 총자산
＝영업활동 현금흐름 / 평균총자산
＝시가총액 / 순자산의 장부금액
＝무형자산 / 총자산
＝당기순이익 / 평균총자산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연도더미
＝산업더미
＝잔차항

<표 7>은 첫 번째 추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전기 조세회피도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HIGHAVD를 설명변수로 하고, 당기 현금및현금성자산인 CASH를 종
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인데, 분석 결과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 당기 현
금및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메인분석에서 가설 2의 결과를 해석할 때,
4) 추가적으로 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도에 따라 표본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조세회피도 등
급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보유현금이 증가되는지 아래의 모형을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TAXAVD_
RANKi.t－1의 계수가 양(＋) 값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전기 조세회
피도가 증가할수록 당기의 보유현금이 모든 조세회피도 구간에서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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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도가 높다는 것이 세무위험이 현실화되어 추가 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 7> 추가분석 1
변수

계수값

t값

0.0105*

1.77

Dependent var.
CASH
Independent var.
HIGHTAXAVDt－1
Controls：
－0.0187***

SIZE

－8.05

***

－0.1130

LEV

－7.67

***

OCF

0.3416

9.44

***

MTB

0.0048

3.01

***

INTAG

－0.4366

ROA

－0.0790**

－4.79
－2.02

***

KOSDAQ

0.0170

2.73

***

_cons

3.87

0.3886

Year, Industry FE

Yes

N

4,541

F－value

14.03

2

Adj R

0.1552

CASH：현금및현금성자산/(총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HIGHTAXABD：cashETR 20분위 이하, SIZE：총
자산의 자연로그값, LEV：총부채/총자산, OCF：영업활동 현금흐름/평균총자산, MTB：시가총액/순자산의
장부금액, INTAG：무형자산/총자산, ROA：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Note：*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준다.
CASHi.t＝β0＋β1 TAXAVD_RANKi.t－1＋β2 SIZEi.t＋β3 LEVi.t＋β4 OCFi.t＋β5 MTBi.t
＋β6 INTAGi.t＋β7 ROAi.t＋β8 KOSDAQi.t＋year＋industy
여기서,
TAXAVD_RANK
RANK5(＝HIGHTAXAVD)＝cashETR
RANK4
＝cashETR
RANK3
＝cashETR
RANK2
＝cashETR
RANK1
＝cashETR

20분위 이하
20분위～40분위
40분위～60분위
60분위～80분위
80분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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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는 일시적차이(TEMP)와 영구적차이(PERM)로 이루
어지는데, 일시적차이(TEMP)는 회계이익의 기간귀속과 세무이익의 기간귀속이 서로 달라 발생
하는 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므로 당기의 과세소득을 낮추는

(높이는) 경우 미래의 과세소득을 높이게(낮추게) 되므로 세금지출 수준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 중 일시적차이

(TEMP)가 큰 경우에는 영구적차이(PERM)가 큰 경우보다,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해 세무위
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영구적차이(PERM)는 회계와 세법 사이의
기간귀속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회계와 세법의 서로 다른 이익의 개념 및 범위, 각종
조세감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당기의 높은(낮은) 영구적 차이가 차기 이후의 세무이익을
필연적으로 낮추는(높이는) 효과는 적다. 이처럼 영구적차이(PERM)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세
무위험이 적기 때문에 영구적차이(PERM)가 큰 경우에는 일시적차이(TEMP)가 큰 경우보다, 연
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통해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2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변수인 조세회피를 현금유효세율 대신 회계이
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를 사용하여 가설2를 재검증했고,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BTD)를 일시적차이(TEMP)와 영구적차이(PERM)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이를 설명변수로 하여
가설2를 재검증하였다.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와 일시적차이(TEMP) 및 영구적차이

(PERM)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추정세무이익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율

추정세무이익6)

5) 전규안과 김철환(2008), 기은선(2012)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6) 추정세무이익 계산공식
사업연도

과세표준

2010
～ 2011

2억원 이하

2012
～ 2017

2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18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020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추정세무이익

11% 법인세부담액/11%
24.2% (법인세부담액－2억×11%)/24.2%＋2억
11% 법인세부담액/11%
22% (법인세부담액－2억×11%)/22%＋2억
24.2% (법인세부담액－2억×11%－198억×22%)/24.2%＋200억
11% 법인세부담액/11%
22% (법인세부담액－2억×11%)/22%＋2억
24.2% (법인세부담액－2억×11%－198억×22%)/24.2%＋200억
27.5% (법인세부담액－2억×11%－198억×22%－2800억
×24.2%)/27.5%＋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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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의 순증가액)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액)

일시적 차이7)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액)－(이연법인세자산의 순
증가액)] / 법인세율

영구적 차이

＝BTD－일시적차이

<표 8>은 두 번째 추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8>의 BTD열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로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하여 가설2의 회귀식을 재검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은 0.0318(t값＝4.20)로 나와 전기 세무위험과 당기 연구개발
비 자산화비중 사이에는 1% 미만의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와 가설1은
그대로 지지되었고, TAXAVD*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2의 값은 －0.03260(t값＝－2.36)로
나와 메인분석의 가설2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 중
영구적차이(PERM)를 설명변수로 분석한 경우 역시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이 1%
미만의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1은 그대로 지지되었고,

TAXAVD*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2의 값은 1% 미만의 매우 유의한 음(－) 의 값을 보여 메
인분석의 가설2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영구적차이(PERM)의 구성요소들은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의 세무조정이 나중 연도에
역전되지 않음으로서 미래 세무위험을 가중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들이 재량적 요
소가 적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 항목이므로 일시적차이(TEMP)에 비해 미래 세무
조사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의 대부분이 영구적차이(PERM)로 이루어
졌다면, 조세회피를 통하여 유동성이 확보된 경우 연구개발비 자본화를 통해 세무위험을 낮출
필요가 적어지고,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유의하게 약
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 8>의 TEMP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설명변수를 일시적차이(TEMP)로 하여 분석
한 경우에는 메인분석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1의 값은 0.0274(t값＝3.77)로 나와 전기 세무위험과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 사이에는
1% 미만의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1은 여전히 지지되었다.
그러나 TAXAVD*TAXRISK의 회귀계수값인 β2의 값은 0.0239(t값＝0.15)로 나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으나 메인분석의 가설2 분석결과와는 반대 방향인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 결

7) 신승묘(201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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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일시적차이(TEMP)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나중 연도에 역전됨으로 인해 세무위험이 증가
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는, 경영자는 조세회피로 유동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세무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성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전기의 조세회피가 나중 연도의 세무위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따라, 유동성 확보로 인한 세무위험 대비는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의 증가에 의한 세무위
험 경감 수단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추가분석 2
설명변수：BTD

변수

설명변수：TEMP

설명변수：PERM

계수값

t값

계수값

t값

계수값

0.0318***

4.20

0.0274***

3.77

0.0321***

－0.3260**

－2.36

0.0239

0.15

－0.4328***

0.2468**

2.07

0.0029

0.02

0.3584**

2.34

0.0058**

2.06

0.0054*

1.91

0.0060**

2.12

0.0198

t값

Dependent var.
RD_ASSET
Independent var.
TAXRISKt－1
TAXAVD*PRE_TAXRISKt－1
TAXAVDt－1

4.3
－2.59

Controls：
SIZE
LEV

0.0176

0.98

OCF

－0.0718*

－1.65

MTB

－0.0013

－0.69
***

0.0799*
－0.0014

1.09

0.0205

1.14

－1.83

－0.0865**

－1.98

－0.73

－0.0016

－0.82

***

3.1002

28.39

3.0815

－0.0122

－0.26

－0.0093

－0.19

0.0006

0.08

0.0013

0.18

cashETR

－0.0126

－1.53

－0.0084

－1.1

－0.012

－1.51

_cons

－0.1389

－1.15

－0.1494

－1.24

－0.1484

－1.22

INTAG
ROA
KOSDAQ

Year, Industry FE

27.9

***

3.0865
－0.009

27.86
－0.19

0.0008

0.1

Yes

Yes

Yes

N

4,541

4,499

4,499

F－value

23.98

23.55

23.68

0.2533

0.2514

0.2525

2

Adj R

RD_ASSET：무형자산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총지출액, TAXRISK：세무위험(cashETR의 변동
계수), BTD：(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추정세무이익)/총자산, TEMP：일시적차이/총자산, PERM：(BTD
－일시적차이)/총자산,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값, LEV：총부채/총자산, OCF：영업활동 현금흐름/평균
총자산, MTB：시가총액/순자산의 장부금액, INTAG：무형자산/총자산, ROA：당기순이익/평균총자산
Note：* 10% 수준에서 유의적임, ** 5% 수준에서 유의적임, *** 1% 수준에서 유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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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
택하는지 분석하였다.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차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
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수준
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
향은 조세회피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부담의 수준이 낮으므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어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해 세무위험
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도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로 측
정하고 이를 일시적차이(TEMP)와 영구적차이(PERM)로 나누어 추가로 분석 결과, 조세회피 수
준을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TD)로 측정한 경우와 영구적차이(PERM)로 측정한 경우에
는 조세회피로 인한 유동성 확보가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
세회피 수준을 일시적차이(TEMP)로 측정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로 인한 유동성 확보가 연구개
발비 자산화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회피 수단이 미래 세무위험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에 따라, 유동성 확보로 인한 세무위험 대비가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의 증가에
의한 세무위험 경감 수단을 약화시키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
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세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비중을 높이는 것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주목을 받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
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최근 들어 감독당국은 연구개발비 자
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시행 중인 업종 베이스의 감독 지
침뿐만 아니라 세무위험과 관련된 감독 지침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본 연구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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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isk and R&D Capitalization
8)

Won－Wook Choi*․Sun－Ae C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 company capitalizes R&D expenses in order to
reduce tax risk. Prior literatures main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owever in case of Korea, where R&D cost can be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s, it is possible to manage tax risks by flexibilizing tax profits using R&D capitalization as
well as reducing R&D expenditures. We verified whether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the level of R&D expenditure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gher the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the
higher the ratio of R&D capitalization.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whe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high. This result indicates the firms with the high degree of tax avoidance have a
low incentive to decrease tax risk because the hig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liquidity. In other words, liquidity
securing to prepare tax audits and tax profits smoothing to avoid tax audits can be interpreted as
more of an substitute tha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firms had a high level
of R&D expenditure in the current year, the tendency that tax risk increases the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was weakened. This can be explained it can be very burdensom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to reduce tax risk because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R&D expenditure and accounting. The reason why entities
pay more attention to monitoring by financial authorities than to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is
that accounting standards provides specific guidances on capitalization of R&D cost, while the tax
law accepts the results that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any tax specific guidance.
This study developed prior literatures in that we considere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at
allow R&D costs to be capitalized and directly analyzed whether R&D capitalizations in the
current year are increased to reduce tax risk in previous year.
<Key words> tax risk, tax avoidance, R&D expenditure, R&D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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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한 ESG 및 그 구성인 환경(E), 사회적
책임(S), 기업지배구조(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을 때 ESG의 조
절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경영자 과신
성향이 높을수록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그러나 ETR 계열의 측
정치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ESG 등급은 ETR 계열보다 BTD 계열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앞서의 결과는 S보다 주로 E와 G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알아본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MOC)과 ESG의 상호작용변수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
으나, ESG의 구성요소로 분석하면 E, S보다 G에서 주로 MOC*G는 BTD 계열의 조세회피와 음
(－)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서 ESG와 외부지배구조(예로, 외국인지분율)와의
결합효과는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ESG 및 그 구성요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효과, 조절
효과 그리고 결합효과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ESG 자체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ESG의 구성 중 G만 조절효과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기업지배구조(G) 등
급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가능경
영을 나타내는 ESG 개념이 실무계(예, 투자자, 규제기관 및 정책입안자)와 학계에서 그 관심이 높
아진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ESG, 조세회피, 경영자 과신성향, 외부지배구조, 직접효과, 조절효과, 결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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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업지배구조
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지배구
조가 우수하면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을 때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우수한 지배구조의
모니터링 역할에 따라 완화(weaken)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지배구조
가 조세회피1)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로서 경영자 과신성향2)
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세팅(setting)3)을 이용해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이 경영자의 의사결정
에 개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4) 특히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의 관점이 점차 ESG 평가로 통합되어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
업지배구조의 대용치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이하 KCGS)
의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등급을 이용하고, 또한 ESG의 각 구성요소인 환
경경영(E), 사회책임경영(S), 기업지배구조(G) 부문으로 나누어서도 앞서의 관계를 비교하여 알
아보는데 있다. 아울러 본 추가분석에서는 ESG가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대용치라면, 외부지배
구조의 대용치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ESG(또는 E, S, G)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국내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았다. 그런
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사회적 관심이 점차 ESG 관점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 중이
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위한 ESG 활동
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2021년 1월에 지속가능한 표준위원회를 출범시켜 새로운 ESG 회계기준을 제정하겠다는 발표

1)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명시적(explicit) 조세의 경감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
고 있다(기은선 2012；김은주․조용언 2012 등). 또한 Hanlon and Heitzman(2010)은 세금비용을 줄이
는 일련의 기업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간주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에서 조세회피를 정의한다.
2) 경영자의 과신성향(managerial overconfidence)은 경영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우월의식을 갖
고 미래에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에서 비롯된다(Malmendier and Tate 2005
；Kim et al. 2016).
3) 이전 연구들은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음을 보
고하였다(Hsieh et al. 2016；Chyz et al. 2019；장승주 외 2017；박종일․김수인 2020).
4)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ESG(또는 E, S, G)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서 조세회피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또
한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ESG(또는 E, S, G)가 조절효과의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ESG의 효과와 관련한 실증적 증거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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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바 있고, 향후 제정이 완료되면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ESG 공시가 포함될 전망이
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 2021년 1월 14일에 향후 ESG 공시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
였다.5) 이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로 2025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단계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은 ESG를 의무공시하며, 3단계로 2030년부터
ESG의 의무공시를 全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내 학계도 2021년부터는 ESG 포럼의 개최가 활발해졌고,
실무계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에서 ESG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ESG위원회 구성, ESG채권의 발
행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이나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에서도 ESG의 평가와 이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파급되는 양상이다. 이보다 한발 앞선 KCGS의 경우 2003년
부터 기업지배구조(G)의 모범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의 등급 평가를
수행해 오다가, 2010년에 환경경영(E)의 모범규정과 사회적 책임경영(S)의 모범규정을 새롭게
제정한 후 2011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이들과 같이 통합하여 ESG 총계 등급의 평가방
식으로 변경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KCGS의 경우 2011년부터 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평가를 ESG의 평가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앞서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자들은 종전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를 G 대신 ESG로 대체하여 보는 관점의 연구들도 점
차 늘어나고 있다(반혜정 2015；이진수 2019；마희영 2020；신상이․박종일 2020；임욱빈․
김승준 2020 등).6)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 강조해 왔던 기업의 재무성과(예, ROE) 외에도
비재무적 요인으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책임 경영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경영철학이 자
리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ESG는 환경경영, 사회적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
성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그 취지로 하는 기업경영 활동이다. 따라서 ESG는 기업이 환
경 보호, 사회적 공헌,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점에서 ESG의 특

5) “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
위원회 2021년 1월 14일자 보고자료).
6) 예를 들어, 이전 연구들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은지에 학계는 더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추이는 회계학
분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연구들은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했다면, 현재
는 ESG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ESG의 역할에
대해 종전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처럼 명확한 논리적 전개가 없이 분석결과만을 제시한 경우도 이 분야
의 연구들에서는 쉽게 관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아직은 G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았으
나, ESG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논의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다.

328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징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던 종전 주주(shareholders)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공유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중심으로의 전환, 또한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
해서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목적 지향적인 기업으로의 변화
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 내재
되어 있다.7) 또한 규제당국은 투자자 측면에서도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
에 영향을 주는 환경 보호, 사회적 공헌, 지배구조 개선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기업경영
을 ESG 잣대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ESG 공시의 취지이다. 그리고 ESG 경영의 목표는 장기
적으로 기업가치의 지속가능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 기업평가 및 기업투자에도 비재무적 측정
지표인 ESG 정보를 시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
적으로 ESG 성과 정보를 활용한 투자규모가 2012년에 13.3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85% 이상
증가한 30조 6,83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금융위 보도자료, 2021. 8. 13). 이는 투자자의 투자의
사결정에 ESG 성과가 이제는 고려되기 때문에 기업은 ESG 성과의 고저에 따라 자본조달이 달
라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뿐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업계 그리고 ESG 펀드의
출현 등의 연쇄적 파급으로 어느 때보다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몰리면서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도 ESG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의
향상에 대한 기업문화 조성이나 윤리경영의 준수와 이행, 그리고 이를 위한 투자와 관련한 선
택의 기로에 서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은 ESG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KCGS의

ESG 등급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세무회계 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던 조세회피와의 관
계,8)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일 때 더 공격적으로
7) 예를 들어, 리베카 핸더슨(2021)은 ESG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본주의 대전환｣ 의 책에서 ESG의 초
점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닌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세무연구 분야에서 그동안 학계에 가장 많은 관심과 분석을 수행해 왔던 주제 중 하나는 기업의 조세
회피행위이다. 조세회피는 기업경영자에게 과세당국에 납부할 현금유출을 낮추는 세부담의 절감 활동
을 통해서 세후순이익과 현금흐름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 외부자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자
금을 통하지 않고 내부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과세당국
입장에서 기업으로부터 납부받을 세수입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또한 합법적이지 않은 조세회피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의 세무전략 중 조세회
피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관점이 더 우세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Hanlon and Slemrod(2009)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명성과 경영자의 명예를 훼손시
키고, 정계나 언론계로부터의 압력이 증가하며, 과세당국의 벌과금 부과와 소송의 발생 그리고 소비자
의 불매운동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부정적인 제재 역시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세회피의 시장반
응(예로, 투자자, 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외부감사인 측면)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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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를 대변하는 ESG가 어
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문헌조사 방법으로 ESG 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배창현 외(2021)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ESG 주제의 경우 기업가치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회계투명성이며,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5편으로 상대적으로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창현 외(2021)의 연구에 보고된 5편 연구의 경우도 ESG 자체보
다는 ESG의 구성 중 S에 해당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활동)과 조
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4편이고, KCGS의 ESG를 이용한 연구는 해당 문헌조사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항은 세무학연구 측면에서 ESG 관련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을 나타낸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앞서 전술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1> 본 연구의 흐름도

즉 본 연구는 ESG와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적인 결과인 ①
직접효과(direct effect)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음

(－)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세팅(setting)을 이용하여 ESG(또는 E, S, G)에 따라
앞서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며(이하 ②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그리
고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는 외국인지분율을 이용한 외부지배구조와 ESG(E, S, G)를 서로 연
계시켜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이하 ③ 결합효과；combined effect)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처럼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관심이 부상된 개념인 ESG(E, S, G)와 조세회피의 연계된
영향을 초래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Hanlon and Slemrod 2009；Kim et al. 2011；Hasan
et al. 2014；김은주․조용언 2012；박종일․지승민 2016a, 2016b；박종일․김수인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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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총체적인(예로, 직접효과, 조절효과, 결합효과) 측면에서 ESG 지표의 효과성 여부
에 대한 의문사항을 경험적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비교해 차별성이 있다. 첫째, 선행연구 중 이균
봉․박수경(2019)과 이정환 외(2021)는 KCGS 자료를 이용한 ESG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런데 이들 두 편의 연구 모두는 ESG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보다는 해
당 제목과 그 논의 모두가 CSR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논문들이다.9) 앞서
의 연구들은 CSR의 대용치로 KCGS의 ESG 통합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한
후 이를 CSR 관점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CSR과
조세회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연구에서 조세회피와 ESG의 개념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가설 전개상에 ESG 및 그 구성(E, S, G)과 조세
회피와의 각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부족했
던 ESG와 조세회피와의 개념적 관계의 논의를 다루고 있어 차별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앞서의 두 관련연구인 이균봉․박수경(2019) 및 이정환 외(2021)는 CSR의 대용치로 ESG
자료를 이용할 때 조세회피와의 직접효과만을 다루었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ESG(또는 E, S,

G)와 조세회피 간의 평균적인 관계인 직접효과 외에도 연구범위를 보다 확장시켜 경영자 과신
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이용한 세팅을 통해 ESG 및 그 구성(E, S, G)의 각 조절효과와 외부
지배구조(예로, 외국인지분율)와의 결합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비교
하면 연구범위상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Hsieh et al. 2016；Chyz et al. 2019；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김
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의 경우 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가 ESG(또는 E, S, G)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앞서의 관련연구에 보다 확장된 증거를 제
공한다.
이후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의 선행연구의 검토에서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또한 ESG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 후,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
을 설정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표본의 선정절차
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Ⅳ장은 주된 실증분석의 결과와 추가분석 결과를 보고한 후, 이를 논의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공헌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분석상
의 한계를 다룬다.
9) 예를 들어, 이균봉․박수경(2019)의 논문의 제목은 “CSR활동으로 구축된 기업신뢰가 조세회피에 미치
는 영향”이고, 이정환 외(2021)의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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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의 제시
본 절에서는 ESG 및 그 구성(E, S, G)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검토에 앞서 본 연구는 ESG에
대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세팅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서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먼저 검토한 후, 다음으로 ESG(또는 E, S, G)를 분
석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1. 경영자 과신성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회계학 분야에서 경영자의 과신성향(overconfidence)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익조정

(예로, 재량적 발생액 또는 실제 이익조정), 보수주의 회계처리, 그리고 조세회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으면 기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Heaton 2002；Malmendier and Tate 2005；Deshmukh et al. 2013；

Ge at al. 2021 등). 그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회계정책이나 조세전
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이익조정행위가
높고(Hsieh et al. 2014；황국재․차명기 2015；고우․한길석 2018；김나연․황국재 2020), 덜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하며(Ahmed and Duellman 2013；황국재 외 2014；유혜영․김새로나

2015), 조세회피에도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았다(Hsieh et al. 2016；Chyz et al. 2019；장승주
외 2017；박종일․김수인 2020). 이러한 데에는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자신이 선택한 투자안에 대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Malmendier and Tate 2005；

Kim et al. 2016). 이처럼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에 기인된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투자안의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회계학 측면에서 공격적인 회계처리의 선호 또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중 조세회피 측면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전략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Chyz et al.(2019)은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행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Hsieh

et al.(2016)은 최고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를 CEO와 CFO(재무최고책
임자)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본 경우 CEO에게 과신성향이 있고, CFO에게도 과신성향이 있
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더 강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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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장승주 외(2017)와 박종일․김수인(2020)은 앞서의 증거와 유사하게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차명기 외(2016)와 김상명 외(2019)의
연구는 앞서의 증거들과 달리,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나 국외
와 비교하면 국내는 혼재된(mixed) 증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전술한 본 연구주제인 경
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가 ESG를 이용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따라 달라
지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2. ESG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governance；G)의 등급 평가를 실시
해 왔다. 그러다가 KCGS는 2011년부터 환경책임(environment responsibility；E) 및 사회적 책
임(social responsibility；S) 부문을 추가하고 종전 G를 통합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통합평가로 변경하였다.10)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에 들어서 향후 2025년부
터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발표보다도 한발 앞선 KCGS에서의

ESG와 관련된 등급 평가였다.
이에 대해 KCGS은 ESG 평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이해관
계자에게는 ESG와 관련된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ESG 평가 결과로 도출
된 통합 및 개별 등급(E, S, G)은 한국거래소의 KRX 사회적책임 투자지수 종목을 구성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KCGS에서 ESG 평가의 목적은 기업이 비재무적 위
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책임투자시장에 대한 자본의 접근성을 향
상되도록 하는데 있다. 한편, 종전 기업지배구조 등급(G)의 평가자료는 KCGS의 경우 이를 공
개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ESG 평가등급 자료를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
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KCGS의 이러한 정보공개에 따라 ESG(또는 E, S, G)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재무관리와 회계학 측면에서 분석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당시의 연구들
은 ESG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전에 분석된 결과라는 점에서 ESG 자료 중 G만을 분석에
이용하거나 또는 CSR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S만을 이용하거나, 또는 ESG를 기업지배구조의 확

10) KCGS의 ESG 평가모형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ISO2600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
내 법제 및 경영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된 독자적 평가모형에 해당한다. KCGS에서 제공하는
ESG 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구성은 총 18개 대분류와 281개 핵심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다. 또한 안내서에 따르면, 매년 900여개 정도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또한 2018년부터는 비상장 주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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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보거나, 또한 해당 연구자의 관심주제를 연구하더라도 ESG의 개념적 논의를 가설과 연
계시켜 설명한 논문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proxy)로 ESG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 본 절에서는 KCGS의 ESG 자료를 이용하
여 분석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ESG 등급 자료를 이용한 재무관리 분야에서는 그동안 ESG와 기업가치, 재무성과, 주식
수익률 또는 비정상 주식거래량, 잉여현금흐름, 신용평점, 그리고 자본비용의 관계가 주로 분석
되었다. 선행연구들은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고(임종옥 2016；강원․정무
권 2020), 잉여현금흐름이 많으며(김동영 2020a), 높은 ESG 등급의 기업은 투자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정보효과를 제공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나영․임욱빈 2011；나영 외 2012；김동
영 2020b).

ESG 등급 자료를 이용한 회계학 측면의 연구들은 ESG(또는 기업지배구조)와 보수주의, 이익
조정, 지속적인 세무전략,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이진수(2019)는 ESG 등
급과 보수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 ESG와 보수주의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
고하였다. 앞서와 달리, ESG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혼재된(mixed) 증거가
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ESG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 음(－)의 관계를(박준령․김요환 2017；

Yoon et al. 2019；장윤지․홍철규 2020), 또는 양(＋)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유지연․홍순욱
2019) 역시 있고, 또한 ESG와 실제 이익조정 간에도 음(－)의 관계(박준령․김요환 2017)를, 또
는 양(＋)의 관계(유지연․홍순욱 2019；Yoon et al. 2019)를 보고한 연구 역시 있다. 또한 ESG
의 구성(E, S, G)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에도 앞서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박
준령․김요환 2017；박광헌․이주성 2017；Ji et al. 2019). 따라서 ESG 등급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연구마다 혼재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회계 측면의 연구로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ESG의 관계를 분석한 신상이․박종일

(2020)은 두 변수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의 관계
에 기업지배구조(G)의 효과를 살펴본 김선미 외(2020)는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회피 간에 양(＋)
의 관계가 있고, 또한 앞서의 양(＋)의 관계는 기업지배구조의 등급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앞서의 연구는 해당 분석을 수행할 때 재량적
발생액이 음(－)인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한 후 분석된 결과라는 점에서 결과해석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연구로 이균봉․박수경(2019)과 이정환 외(2021)의 연구를
제외하면 ESG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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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이들 두 연구 모두는 CSR의 대용치로 KCGS의 ESG 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CSR11) 관점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어 이들 연구는 조세회피와 ESG의 개념적
논의를 찾기 어렵다. 먼저 이균봉․박수경(2019)은 CSR 활동으로 구축된 기업신뢰는 조세회피
와 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CSR의 대용치로 KCGS의 ESG와 그 구성인 E(환
경), S(사회), G(지배구조) 등급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강정연․고종권(2014)의 연구에
서 이용된 6개 조세회피 측정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과거 5년간 자료를 이용한 Cash ETR
과 GAAP ETR, 또한 앞서의 측정치에 대해 산업과 연도별 평균을 차감한 Cash ETR과 GAAP

ETR 그리고 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에 따라 추정된 잔차(ε)이다. 기술의
편의상 앞서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순차적으로 CETR5, GETR5, Adj_CETR5, Adj_GETR5,

BTD, BTD_DD로 지칭한다. 이 연구는 분석기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933개 기업/연 자료
를 분석한 결과에서 ESG는 조세회피 측정치 중 Adj_CETR5, BTD_DD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는 CSR 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
록 조세회피행위가 낮다고 주장한다. 또한 ESG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 E는 6개
의 조세회피 측정치 중 3개의 경우(예로, CETR5, BTD, BTD_DD)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S는 6개 중 3개의 경우(예로, CETR5, GETR5, BTD)에서 음(－)의 관계를, G는 6개 중 BTD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경우(예로, CETR5, GETR5, Adj_CETR5, Adj_GETR5, BTD_DD)에서 음

(－)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CSR의 대용치로 ESG 등급을 사용한 경우 ESG 통
합 등급과 E, S, G의 각 개별 등급 모두 일관되게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
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여러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당기로 측정된

Cash ETR과 GAAP ETR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12)
11) 과거 선행연구들은 주로 경제정의연구소(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이하 KEJI)의 사회공헌활
동(CSR)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기은선 2012；박준령․김요한
2014；이해성․김갑순 2015；최미화 2015, 2018；홍미경․박준령 2017 등). KEJI에서는 매년 300개
정도의 기업을 평가한 후 이 중 상위 200개 기업에 대해 KEJI지수를 공개하고 있다(이균봉․박수경
2019). 이는 앞서 설명한 KCGS의 ESG 등급 평가와 비교하면 대략 22.2%(＝200/900개) 수준이다.
KEJI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CSR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본 앞서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사회공헌
활동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억제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CSR은
ESG 측면에서 보면, ESG의 구성요소 중 S가 CSR에 해당된다(즉 S＝CSR).
12) 이균봉․박수경(2019)의 경우 분석기간에 비해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데에는 6개
의 조세회피 측정치 중 CETR5, GETR5의 계산상에 과거 5년간의 세전이익이 모두 양(＋)인 조건이
필요하므로, 이 조건에 일치되도록 나머지 조세회피 측정치의 표본의 수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표
본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심변수가 경영자 과신성향이고, 종속변수가 조세회피인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이 과거 5년간 자료가 포함된 평균치(예로, CETR5, GETR5)에 미치는 영향보다 당
기로 측정된 조세회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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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외(2021)는 사회공헌활동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앞서의 관계가 재벌여부
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KCGS의 ESG와 E, S, G 점
수가 있는 5,496개의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사회공헌활동의 대용치로 KCGS의

ESG 점수를, 조세회피는 당기의 GAAP ETR만을 이용하였다.13) 연구결과는 ESG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나 이 연구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이 조세회피 수준이 낮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재벌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앞서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벌집단여부에 관계없이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ESG를 E, S, G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S와 조세회피 간에 한
계적인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E와 G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서

ESG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주로 S(사회적 책임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재벌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재벌여부에 관계없이 E, S, G는 조세회피와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CSR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난
경우에 대해 재벌과 비재벌로 나누어 살펴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정환 외(2021)의
표본은 앞서 이균봉․박수경(2019)과 비교하면 분석기간이 1년 더 길지만, 표본은 대략 2.84배

(＝5,496/1,933) 더 많다. 이는 조세회피 측정상에 이균봉․박수경(2019)은 세전이익이 음(－)인
기업을 제외한 후 분석한 반면에, 이정환 외(2021)는 이러한 설명이 논문에 없고 또한 기술통계
에서도 조세회피 측정치와 관련된 보고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의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앞서의 선행연구는 세전이익이 양(＋)인 표본도 같이 분석된 결과로 보여지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두 편의 관련연구의 경우 ESG와 조세회피 간의 논의 대신 ESG를 CSR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어 CSR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로 논의되었다. 한편, 앞서의 두 연구는 ESG과 조세
회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두 변수 간의 평균적인 관계인 직접효과만을 다루고 있어 ESG
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13) 이정환 외(2021)는 앞서 이균봉․박수경(2019)의 경우와 달리, 조세회피 측정치로 GAAP ETR만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회피를 분석한 연구들은 Cash ETR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GAAP ETR은
보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서 당기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 납부세액 측면에서 계산된 Cash ETR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GAAP ETR은 이
연법인세가 고려된 법인세비용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실제 납부세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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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을 알아보
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면 경영자에
게 과신성향이 있을 때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효율적인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이를 완화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최근 들어 ESG의 개념으
로 변화됨에 따라 ESG 측면에서 앞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재무관리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으면 이러한 심리학적 특성인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이 투자, 재무, 영업에 관한 기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Malmendier and Tate 2005；Deshmukh et al. 2013；Ge at al. 2021；

Malmendier et al. 2021 등). 그동안 경영자의 과신성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기업의 미래 투자안을 판단할 때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낙관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Malmendier and Tate 2005, 2021). 이와 더불어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투자안으로 선택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신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하는 경향 역시 있다고 주장한다(Malmendier and Tate 2005；Kim et al. 2016). 이러한 개
인적 특성에 기인된 인지적 편향에 기초한 경영자의 과신성향의 경우 기업경영자는 의사결정상
에 권한이 최상위에 위치해 있으므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통설이다.
또한 회계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경영자 과신성향이 이익조정(Hsieh et al. 2014；황국재․차
명기 2015), 보수주의 회계처리(Ahmed and Duellman 2013；유혜영․김새로나 2015)뿐만 아니
라 조세회피(Hsieh et al. 2016；Chyz et al. 2019；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
으면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에는 과신하는 경영자의 경우 자사의 이익기대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조정행위를 통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할 수 있고, 또한 조세회피를 통해서도 앞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
문이다(Hsieh et al. 2016). 또한 과신하는 경영자는 미래 투자안의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낙관
적이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의 원천
으로 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의 경감은 내부자금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조세회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과소추정 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
조달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조세회피 활동으로 인한 투자의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에 대하여 잠
재적인 효익을 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으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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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보다 기업의 현금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유인이 나타날 수 있다(Hsieh et al. 2016；

Chyz et al. 2019；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박종일․김수인 2020). 이러한 논의에 기
초해 보면 경영자 과신성향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세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
용보다 조세회피로 얻게 될 효익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과대평가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1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선택가설의 형태인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
피 간에 양(＋)의 관계로 설정한다.
가설 1：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다.

본 연구의 가설 1의 경우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검증한 바 있다(Hsieh et al. 2016
；Chyz et al. 2019；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설 1은 가설 3의 경우에서 ESG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앞서 과
연 두 변수 간에 양(＋)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시 가
설로 설정한 것이다.
가설 2의 경우인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SG는 종전
기업지배구조(G)에 대한 평가에서 환경경영(E)과 사회적 책임(S) 활동이 추가되어 통합된 개념
이므로, ESG의 구성 중 조세회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G(기업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SG의 구성요소부터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ESG의 구
성에서 지배구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인 G와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한 논의를 한 과거 문헌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이 효율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영자를 감시․감독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정의해 왔다

(Jensen and Meckling 1976；Shleifer and Vishny 1997；박경서 2017).14) 따라서 기업의 조세회
피행위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현금절감액(cash savings)을 내부에 창출할 수 있어 세금비
용을 낮추는 효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러한 조세회피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자본
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nontax costs) 역시 발생한다(Slemrod

2004；Desai and Dharmapala 2006；Hanlon and Slemrod 2009；Kim et al. 2011；Donohoe and
Knechel 2014；Balakrishnan et al. 2019；박종일 외 2016 등).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14) Jensen and Meckling(1976)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경영자원의 조달과 활용, 그리고
부의 분배 등과 관련된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감시․감독하는 통제메
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Shleifer and Vishny(1997)는 기업지배구조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감독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보았다. 이들 모두는
공통되게 지배구조를 경영자나 경영과정을 감시․감독하는 통제장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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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온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또한 소송비용의 증가와 과태료 등의
예상하지 못한 잠재적인 비용이 추후에 발생한다(Hanlon and Slemrod 2009). 그러한 점에서 기
업에서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는 잠재적인 위험(risk)을 높일 수 있다(김선미 외 2020). 따라서
만일 조세회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한계적 효익(예로, 현금절감 효과)보다 조세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적 비용(예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및 잠재적 추가비용 등)이 더 높다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경영자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통제메커니즘이 작용
할 유인이 발생한다. 또한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조세회피행위와 관련된 상이한 선호(different

preference)가 발생할 때 건전한 지배구조체계는 경영자의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mstrong et al. 2015). 따라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경영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
여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
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G)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최근 들어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ESG의
역할로 그 기대치가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ESG의 구성 중 E와 S 중 후자인 S의 경우는 CSR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KEJI지수를 이용한 경우에서 S
에 해당되는 CSR과 조세회피 간에 대체로 음(－)의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다(기은선 2012；박준령․김요한 2014；이해성․김갑순 2015；최미화 2015, 2018；홍
미경․박준령 2017 등). 이는 CSR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행위가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KCGS의 ESG 및 그 구성 등급을 이용한 이균봉․박수경(2019)과 이정환 외

(2021)의 연구의 경우도 S는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ESG의 구성 중 S(사회적 책임활동)와 E(환경경영)의 경우는 앞서 G(기업지배구조)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소 다른 차원의 측정치(dimension)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의 여러 운영위원회의 구축에 따른 효과적인 작동
이 통제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경영자의 기회주적인 행위(예로, 조세회피)를 억제시켜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S와 E의 경우는 앞서의 같은 명확한 통제메커니즘이 부재하
여 G의 경우처럼 통제메커니즘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측면에서의 사회적 활동이나 환경경영
을 바라보는 기업의 정책방향이나 기업문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G는 통제시스템의 역
할과 관련된 반면, S와 E는 앞서와 같은 통제시스템의 역할을 아직은 기대할 수 있기보다는 기
업이 추구하는 기업문화 및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G의 개념은 기
업 입장에서 주주들(shareholders)에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인 반면, 이와 달리 S
및 E의 경우는 기업이 주주중심 차원의 범위를 넘어 기타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집단에도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개념이다(Amel－Zadeh and Serafeim 2018；Cornell and Damoda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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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히 기업에서 S와 E 활동에 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 활동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Deng et al. 2013). 예를 들면, CSR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제품
의 평가와 브랜드 구축을 형성을 하는데 있어 CSR 활동의 홍보가 직접적으로 연계될 때 나타
난다(Bofinger et al. 2020). 즉 사실상 품질이 유사한 제품이더라도 경쟁시장에서 CSR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지될 수 있어
이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기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Sen and Bhattacharya

2001).15) 이를 심리학 분야에서는 소위 CSR 활동이 초래하는 후광효과(halo effect)라 부른다
(Nisbett and Wilson 1977；Hong and Liskovich 2015). 또한 E(환경경영)의 경우도 S와 유사한
효과를 기업은 기대할 수 있다. 통상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친환경 경영에 더 몰두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업
자체에 가치를 두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Hong and Liskovich 2015). 이러한 심리학 분야에서 언급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에 토
대를 둔 후광효과는 그 기업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질에 대한 긍정
적인 신호(signalling)를 형성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업성과는 향상된다(Hong and Liskovich

2015；Bofinger et al. 2020). 또한 E의 경우 환경 문제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적 제재 역
시 뒤따른다. 따라서 환경에 민감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예로, 탄소배출, 폐기물 배출, 환경오염
등)이 해당 환경 문제를 지각하여 친환경주의에 따라 행동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경우보다
잠재적인 평판의 손상이나 기업소송에 따른 기업가치의 감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Bofinger et al. 2020).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또는 환경경영에 더 관심을 가지는 기업
들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창출(value－creating)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
되어 가치를 파괴(value－destroying)할 수 있다. 따라서 CSR(＝S) 활동뿐만 아니라, 친환경(E)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G에 해당되는 지배구조 차원의 통제시스템의 역할보다는 소비자
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그로 인한 기
업이미지 훼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16)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는 부정적인

15)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 CSR 활동과 재무성과 또는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CSR 활동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가 높고(천미림․유재미 2013；김양민․박지현 2021), 또한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 역시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용현 외 2015；오덕교 외 2016).
16) ESG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ESG위원회 구성은 최근 들어, 또한 규모가 큰 일부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상장기업들은 아직은 이러한 통제시스템의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한 사
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강제의무사항도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S와 E는 G의 경우와 같
은 통제시스템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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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그동안의 좋은 기업의 이미지
구축과는 거리가 먼 반대 방향의 전철을 타야 하므로, CSR 활동이나 환경경영에 몰두하는 기
업일수록 이러한 조세회피에 따른 잠재적 위험발생 요인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
다.17)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여하거나 또는 환경경영 활동에 몰입하는 기
업일수록 조세회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이 경제적 효익보다 더 클 수 있으므로, S
또는 E의 활동에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그 유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CSR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이나 환경경영 활동에 몰두하는 기업일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시킬 수 있는 조세회피에 덜 적극적, 즉 소극적일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이러한 G와 조세회피의 관계, 또는 S 및 E와 조세회피와의 각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다. 앞서 S 또는 E는 G의 경우와 비교하면 통제메커니
즘의 작동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E
와 S 활동에서도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는 G 등급이 우수하면 E와 S 등급 역시 높을 수 있고,
이들 서로 간에는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다. 앞서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실무계와 학계는 종전 G의 역할을 ESG를 통해 기대하
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ESG는 종전 G의 역할에 S와 E가 합쳐
져 통합된 개념이므로 S와 E로부터는 G와 같은 통제시스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다보니, ESG의 각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종전

G에 해당된다. ESG의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E, S, G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G뿐만 아니라 S와
E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G와
S 및 E 간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거나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편, 종전 G보다 ESG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ESG가 내세우는 목표는 기업의 장기적
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 활동에 초점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둔 경영활동이다. 따라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indicator)로서 활용될 수 있고(배창
현 외 2021), 또한 ESG는 기업에 대한 하나의 성과(performance) 정보로서 투자자의 의사결정
에도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Amel－Zadeh and Serafeim 2018；Cornell and Damodaran

2020).18) 따라서 KCGS의 ESG 등급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ESG 등급이
17) 예를 들어, Hanlon and Slemrod(2009)의 연구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수행한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 기업의 명성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또한 언론계와 정계로부터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과세당국의 벌과금 부과와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부정
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8) 국내는 KCGS에서 ESG 평가등급(score)을 제공하기 때문에 ESG 등급의 용어를 국내 연구자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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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고(Yoon et al. 2018；임종옥 2016；강원․정무권 2020), 잉여현금흐름
이 많으며(김동영 2020a), ESG 성과는 투자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나영․임욱빈 2011；나영 외 2012；김동영 2020b). 이와 달리,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기업
일수록 시장반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증거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다

(Hanlon and Slemrod 2009；Kim et al. 2011；Hasan et al. 2014；김은주․조용언 2012；박종
일․지승민 2016a, 2016b, 박종일․김수인 2020 등). 그러한 점에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우수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환경경영과 CSR 활동에도 주력하는 기업이고, 또한 G와 E 및 S
가 서로 연계되어 등급이 높은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므로, 이런 기
업들은 조세회피를 통해 얻게 될 조세절감액이라는 경제적 효익보다 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시
장에 알려졌을 때의 잠재적인 비용(예로, 과세당국에게 조세회피에 해당되는 추징금과 벌과금
및 과태료 납부, 또한 부정적인 시장반응에 따른 기업이미지 훼손과 평판의 손상, 소송발생, 정
치계의 압력이나 언론계의 부정적인 뉴스보도,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이 더 클 수
있다.19) 특히 G뿐 아니라, E와 S가 같이 통합되어 연계된 상황에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G 등급만 높은 기업과 비교해 만일 조세회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기업이미지 실
추 정도는 더 큰 파급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비조세비용(nontax costs)까지 고려하면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에서의 조세회피행위는 그동안 쌓아온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 구축 노
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조세회피를 통한 그 경제적 효익이 잠재적인 한계비용까지 감안
하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여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에 대한 몰입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 앞서
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 2의 경우도 선택가설로 설정한 후 ESG(또는

E, S, G)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앞서의 의문사
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2：ESG(또는 E, S, 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 3의 경우는 첫 번째인 가설 1과 두 번째인 가설 2를 연계시켜 살펴보기 위
한 사항이다. 즉 가설 1에서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조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외의 경우는 ‘ESG investing’, ‘ESG information’ 또는 ‘ESG performance’로
기술한 연구들이 많다(Amel－Zadeh and Serfeim 2018；Cornell and Damodaran 2020；Umar et al.
2020；Velte 2020 등). 이는 ESG 개념을 하나의 기업성과 정보나 지표로서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9) 기업이 브랜드의 평판과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매우 오랜시간과 노력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
하는 과정이 소요되나, 이렇게 쌓아올린 명성을 잃는 데는 앞서보다 매우 짧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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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회피를 더 선호할 수 있으나, 가설 2에서는 ESG 및 그 구성(E, S, G)이 높은 등급의 기업일수
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덜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었다.

G 등급이 우수한 지배구조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더라도
효율적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경영자를 통제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는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CSR(＝S) 활동이나 E의 등급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어 조세회피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 구축과는 상충(trade－off)되므로, 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신성향에서 비롯된 조세회피행위를 억제시킬 유인이 발생
할 수 있다.20) 그러한 점에서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어도 CSR 활동이나 환경경영 활동에
몰두하는 기업은 조세회피행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의 경우 ESG(또는 E, S, G)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 앞서와 같은 조절효과가 발
생되는지를 경영자의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와 관련된 세팅을 통해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

3을 다음과 같이 선택가설로 설정한 후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3：ESG(또는 E, S, G) 등급이 우수한 기업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자 과신성향
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약화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은 가설 1보다는 가설 2와 3에 있다. 하지만 가설 1의 경우 가설 3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가설일 수 있다. 또한 가설 2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적인 관계인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알아보는 경우라면, 가설 3의 경우는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상황에서 과신성향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
에 대해 기업지배구조(G)의 통제역할이나 CSR(＝S) 활동 또는 환경활동에 몰두하는 기업 그리
고 높은 ESG 등급의 기업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 차원에
서 이를 억제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에 대해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사항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이 점차 ESG 관
20) 덧붙여서,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근시안적 관점이 더 개입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ESG 등
급이 높은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하는데 더 관심이 있기에 근시안적 접근에 따라 조세회피를 하면 현금을 창출할 수
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높은 ESG 등
급을 받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서와 상충관계에
놓여 있는 근시안적 접근인 조세회피행위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수행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
을 수 있다.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343

점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가 과연 지배구조의 역할을 하는 개념인지를 앞서 가설 2와

3을 통해 알아보고, 또한 가설 2에서 논의했듯이 ESG뿐만 아니라 그 구성인 E, S, G의 각 효과
를 같이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총계적인 측면에서 ESG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Ⅲ. 연구모형의 설계와 표본의 선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먼저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H1), 또한 ESG 등급이 지배구조
역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ESG와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H2), 또한 ESG(또는 E, S, G)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을 때 조세회피
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지와 관련된 조절효과(H3)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의 식(1)과 식(2)의 모형식을 이용하여 앞서의 가설들을 검증한다.

TAVOt＝β0＋β1MOCt＋β2ESGt＋Control variable＋ΣYD＋ΣIND＋εt

(1)

TAVOt＝β0＋β1MOCt＋β2CGt＋β3MOCt*ESGt＋Control variable
＋ΣYD＋ΣIND＋εt

(2)

여기서, Dependent variable
＝ t년도 조세회피 측정치[①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서 추정된
TAVO
BTD의 잔차(ε), ② BTD；③ 현금유효세율(＝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에 (－1)을 곱함, ④ GAAP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
용차감전순이익)에 (－1)을 곱함]
test variable
＝ t년도 경영자 과신성향의 대용치, Kim et al.(2016)의 방법을 준용하여 측
MOC
정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으면 1, 아니면 0인 지시변수
ESG
＝ t년도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등급(A＋,
A, B＋, B, B이하, C이하)을 서열순위변수로 측정한 변수(또는 ESG의 구
성요소인 E(환경경영) S(사회적책임 경영), G(기업지배구조)의 각 서열순
위변수) 또는 ② ESG(또는 E, S, G) 등급이 B＋ 이상이면 우수한 등급으
로 보아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MOC*ESG ＝ t년도 MOC와 ESG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ve term)
Control variable
BIG4 ＝ t년도 Big 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FOR ＝ t년도 외국인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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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ROA
SIZE
MTB
LEV
RD
APPE
INTA
NOL
DA
Zscore
MKT
ΣYD
ΣIND
ε
편의상

＝ t년도 대주주지분율
＝ t년도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t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t년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 t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t년도 연구개발비/매출액
＝ t년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기초총자산
＝ t년도 무형자산/기초총자산
＝ t년도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
＝ t년도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ROA통제 재량적 발생액
＝ t－1년도 Altman(1968)의 재무적 제약 측정치로 (－1)을 곱함
＝ t년도 코스닥시장에 속한 기업이면 1, 유가증권기업이면 0
＝ 연도 더미변수
＝ 산업 더미변수
＝ 잔차항
i 기업의 아래첨자는 표기를 생략함

식(1) 및 식(2)에서 종속변수는 조세회피(tax avoidance) 측정치를 나타내는 TAVO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TAVO의 측정치에 대해 네 가
지 경우를 분석에 이용한다(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김상명 외 2019；김선미 외

2020；박종일․김수인 202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대용치로 김선미 외(2020)의 연구
에서 사용된 방법인 네 가지 TAVO 측정치를 이용한다. 앞서의 선행연구는 당기로 측정된 두
가지 BTD 계열(예로, BTD_DD, BTD)과 두 가지 ETR 계열(예로, CETR, GETR)을 종속변수로
이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BTD 계열의 첫 번째 TAVO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s；이하 BTD)를 이용하여 추정된

BTD의 잔차(이하 BTD_DD)와,21) 두 번째 TAVO 측정치는 BTD 자체이다. 또한 세 번째와 네
21)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추정모형식은 다음의 식(3)과 같다. 식(3)을 이용하여 산업
－연도별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개별기업에 대한 잔차(ε) 값이 조세회피 추정치(이하
BTD_DD)이다. 앞서의 선행연구는 추정모형을 설계할 때 BTD에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재무보
고의 목적에서 이용되는 이익조정행위를 분리하기 위해 총발생액의 이익조정치를 설명변수로 하였
다. 본 연구는 추정시 산업은 중분류로 추정하고, 최소 20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
구들은 추정된 잔차(ε)인 BTD_DD 값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높다고 해석한다(Desai and
Dharmapala 2006；기은선 2012；김상명 외 2019).
BTD/At＝β1(TA/At)＋εt

(3)

여기서, BTD ＝t년도 세전이익－과세소득
TA ＝t년도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
A
＝t년도 기초총자산
ε＝잔차항

식(3)에서 종속변수인 BTD는 세전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므로, 과세소득의 경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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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의 TAVO 측정치로 본 연구는 ETR 계열의 측정치인 당기로 측정된 현금유효세율(cash

effective tax rates；이하 CETR)과 GAAP 유효세율(이하 GETR)을 이용한다.22) 즉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을 분석한 관련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TAVO의 두 가지 계열의 측정치(또한 각
두 가지의 방법)인 BTD 계열(① BTD_DD, ② BTD)과 ETR 계열(③ CETR, ④ GETR)을 비교
하여 살펴본다.23)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TAVO의 측정치에 대해 선별적인 측정치의 사용보
다는 종합적으로 검증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네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BTD
계열의 경우 그 값이 클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ETR 계열의
두 측정치는 그 값이 작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으므로, 본 연구는 CETR과 GETR에 대해서
는 앞서와 일관된 해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의 방법처럼 (－1)을 곱해 분석에 이용한다(강정연․
고종권 2014；박성원 외 2014；박종일․김수인 2020). 따라서 ETR 계열의 경우도 그 값이 클
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식(1)과 식(2)에서 가설 1의 관심변수는 경영자 과신성향(managerial overconfidence)을 나타
내는 MOC이다. MOC의 경우 초반 연구들은 한 가지 상황만을 고려한 측정치로 분석하거나

(Malmendier and Tate 2005；Huang et al. 2011；김새로나 2015；유혜영․김새로나 2015；장
승주 외 2017 등), 또한 연구자마다 MOC 측정치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다가 Schrand and

Zechman(2012)은 MOC 측정상에 한 가지 상황만을 고려하면 경영자 과신성향을 탐지하는 데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이용된

MOC 대용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를 점수화한 후 판단하는 복합 측정치(combined measure)를

는 관련연구의 방법에 따라 추정과세소득을 계산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박승식 외 2006；기은선
2012；김상명 외 2019；김선미 외 2020). 즉 추정과세소득(TI)은 법인세부담액을 해당 연도의 최고
법정세율로 나누어 산출된다(TI＝CTE/τ, 여기서 CTE＝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이연
법인세부채의 변동, τ＝법인세율). 지면상 보고하지 않았으나, 연도별 법인세율은 김선미 외(2020)
의 연구에서 표로 정리 후 제시하고 있다(p.202).
22) 본 연구에서 CETR＝법인세부담액/세전이익이고, GETR＝법인세비용/세전이익이다. 여기서 법인세부
담액은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법인세비용에 이연법인세자산의 변동은 가산하고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은 차감하여 계산한다(기은선 2012；장승주 외 2017；김선미 외 2020；박종일․김수인 2020).
23) 전자의 방법인 BTD 계열은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한 차명기 외(2016)과 김상명
외(2019)에서 주로 이용된 방법이고, 후자의 방법인 ETR 계열은 장승주 외(2017)와 박종일․김수인
(2020)에서 주로 이용된 방법이다. 다만, 후자의 관련연구들의 경우 ETR 계열로 측정할 때 장승주
외(2017)는 종속변수로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과거 5년간 자료를 이용한 반면에, 박종
일․김수인(2020)은 당기 ETR 측정치로 분석된 결과를 주된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승주
외(2017)의 방법을 이용하면 당기 자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과거 5년간의 세전이익이 양(＋)인 조건이
추가되므로, 분석에 이용가능한 표본이 상당히 축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기로 측정된 BTD 계열
과 ETR 계열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장승주 외(2017)의 방법은 민감도 분석 차원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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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따라서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은 경영자 과신성향을 분석한 후속연구
들에서도 이용되는 방법이다(Kim et al. 2016；황국재․차명기 2015；김상명 외 2019；박종
일․김수인 2020 등). 특히 본 연구는 Kim et al.(2016)의 방법을 준용하여 MOC를 측정하였
다.24) Kim et al.(2016)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복합 측정치를
이용할 때 앞서의 경우보다 경영자 과신성향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Kim et

al.(2016)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을 사용된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은 상황으로 5
개(①∼⑤) 상황을 점수화하여 경영자 과신성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Schrand and Zechman(2012)의 모형25)을 이용하여 추정된 잔차(ε) 값에 따라 표본을 4분위로
나눈 후 상위 1분위에 해당하면 1, 나머지는 0의 값을 부여한다. ② 개별기업의 자본적 지출26)
이 산업평균 자본적 지출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③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에서 산업평균 부채비율을 차감한 값이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④ 전환사채
또는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⑤ 현금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이
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앞서의 상황들에서 “1”의 값이 부여된 사항은 과신성향을 분
석한 선행연구들에서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중심으로 값이 부여된 것이
다. 즉 Schrand and Zechman(2012)은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를 판단할 때 매출성장률보다 총
자산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투자와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조건
①), 또한 과신하는 경영자는 낙관적인 성향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어
24)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다룬 국내의 연구 중 장승주 외(2017), 박종일․김수인(2020)
은 단일 측정치를 사용한 반면, 차명기 외(2016) 및 김상명 외(2019)는 복합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물
론 박종일․김수인(2020)은 민감도 분석에서 복합 측정치를 병행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복합 측정
치를 이용한 관련연구인 차명기 외(2016)와 김상명 외(2019)의 경우 MOC에 대한 복합 측정치로 4개
의 상황 중 2개의 조건에 부합되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Kim et
al.(2016)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과 유사하게 5개의 상황 중 3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즉 차명기 외(2016) 및 김상명
외(2019)의 경우는 Schrand and Zechman(2012) 및 Kim et al.(2016)의 방법 중 ④의 조건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관련연구들보다 더 보수적으로 MOC를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2016)의 방법을 준용하여 MOC를 측정한다.
25) Schrand and Zechman(2012)의 연구는 총자산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동일연도의 매출액의 변화
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얻어진 잔차(ε)를 이용하였다. 앞서의 연구는 잔차(ε) 값
이 클수록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은 국내 연
구들에서도 자주 이용되었던 방법 중 하나이다(유혜영․김새로나 2015；차명기 외 2016；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26) 본 연구는 자본적 지출의 측정을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현금흐름표의 투자활동 중 유형자산의 현
금유출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용하였다(유혜영․김새로나 2015；차명기 외 2016；박종일․김수인
2020). 또한 산업평균을 계산시 본 연구는 자본적 지출을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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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균보다 자본적 지출이 많고(조건 ②) 또한 과대투자를 위해 산업평균보다 부채의 사용이
많을 수 있다(조건 ③). 이와 더불어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위험한 부채와 장기성부채를 더
선호할 수 있고(조건 ④), 과대투자를 위해 배당 대신 이를 투자안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조
건 ⑤). 이와 같이 Kim et al.(2016)은 MOC를 측정할 때 선행연구의 방법을 준용하여 ①부터
⑤까지 총 5개 상황의 조건 중 3점 이상을 만족하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아 1, 아
니면 0인 지시변수로 측정하였다. 특히 Kim et al.(2016)은 Schrand and Zechman(2012)의 조건
중 ①의 경우에 대해 Schrand and Zechman(2012)은 추정된 잔차(ε)가 중위수(median)보다 크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것으로 본 반면, Kim et al.(2016)은 이를 좀 더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4분위수(quartile)를 이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27) 따라서 만일 가설 1의 기대와 일치하게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다면 식(1)의 모형
에서 MOC는 종속변수 TAVO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β1＞0).
식(1)과 식(2)에서 가설 2의 관심변수인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proxy)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의 자료인 ESG 총계등급와 그 구성인 각 E, S, G 등급이다. KCGS의 환경경영, 사회책
임경영 및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를 종합하여 평가한 ESG 평가등급의
경우 투명한 지배구조(G) 점수와 더불어 기업의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에 노력하는 경
우를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KCGS에서 제공되는 ESG 총계등급
과 각 E, S, G 모두는 총 6등급(A＋, A, B＋, B, C, D)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 2를 분석할 때 KCGS의 ESG 및 그 구성(E, S, G) 등급에 대해 선행연구의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에 6(예, A＋)을, 가장 낮은 점수에 1(예, D)을 부여하여 서열등급변수로 측정하
였다(신상이․박종일 2020). 한편, 가설 3의 경우는 상호작용변수로 분석되므로, 연속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처럼 ESG(또는 E, S, G) 등급이 B＋ 이상이면 지
속가능경영(또는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지배구조)이 높거나 우수한 기업으로 보아 1
을,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신상이․박종일 2020；마희영 2020).28) 따라서 ESG 또
는 E, S, G의 각 등급이 높으면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거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또는 기
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ESG뿐 아니라 그 구성인 E, S,

G의 경우도 같이 병행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총계 등급인 ESG,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각 E, S,

27) Schrand and Zechman(2012)의 방법 중 ①의 조건에 대해 중위수로 측정한 경우보다 Kim et al.(2016)
에서 이를 4분위로 측정한 경우가 MOC의 측정치에서 “1”에 속하는 경우가 더 줄어든다.
28) 신상이․박종일(2020)은 KCGS 자료를 이용할 때 서열순위등급 변수로 분석한 반면, 마희영(2020)은
ESG 자료 중 G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B＋ 이상이면 우수한 지배구조의 기업으로 보아 1, 아니
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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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경우 만일 가설 2의 예상과 일치한다면 식(1)의 관심변수 ESG(또는 E, S, G)는 종속변수
TAVO에 대해 각각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β2＜0). 또한 식(2)에서
가설 3의 관심변수는 상호작용변수인 MOC*ESG 또는 MOC*E, MOC*S, MOC*G이다. 따라서
만일 가설 3의 예상에 부합되게 경영자 과신성향에서 비롯된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해 지속가능경영(ESG)을 하는 기업, 또한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을 수행하는 기
업, 그리고 우수한 지배구조(G)의 기업이 이를 억제하는 효율적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식

(2)의 관심변수 MOC*ESG(또는 MOC*E, MOC*S, MOC*G)는 종속변수 TAVO에 대해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β3＜0).29)
한편, 본 연구는 앞서 가설 1부터 3까지를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할 때 TAVO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관련연구들에서 주로 이용된 통제변수를 준용하여 모형에 고려하였다(박성원 외 2014；
차명기 외 2016；장승주 외 2017；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등). 즉 고려된 통제변
수로는 FOR(외국인지분율), BIG4(Big 감사인 여부), OWN(대주주지분율), ROA(수익성), SIZE

(기업규모), MTB(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 LEV(부채비율), RNDS(매출액 대
비 연구개발비), APPE(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비율), INTA(무형자산), NOL(이월결손금), DA(재
량적 발생액), Zscore(재무적 제약), MKT(시장유형) 등과, 연도별 또는 산업 간의 차이에 기인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하기 위한 연도와 산업 더미변수(ΣYD, ΣIND)가 모형에 고려된다.
먼저 FOR과 BIG4는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이다. 선행연구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이들로부터 모니터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종국․홍영
은 2009；장승주 외 2017；조은영․윤두열 2017；이진수 2019). 또한 박종국․홍영은(2009)은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낮음을 보고한 바 있다. BIG4의 경우 Big 4
감사인이 non－Big 4 감사인보다 감사품질이 더 높다는 점에서 조은영․윤두열(2017)은 외부지
배구조의 효과로서 BIG4와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를 기대한 바 있다. 또한 OWN은 내부
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배주주의 영향이 조세회피 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
다(박성원 외 2014；장승주 외 2017；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또한 ROA는 기
업의 수익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박성원 외 2014；최미화 2015；박종일․김수인 2020).
선행연구들은 ROA와 TAVO 간에 주로 양(＋)의 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기은선 2012；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29) 가설 1에서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수준 간에 양(＋)의 관계는 가설 3의 경우 ESG 등급이 우수
한 기업일 때 앞서의 양(＋)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본 연구는 예상한 것이므로, 따라서 가설 3의
경우는 상호작용변수인 MOC*ESG가 TAVO에 대해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야 가설이 지지
된다. 또한 ESG의 구성요소(E, S, G)의 경우도 앞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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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MTB, LEV의 경우 기업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고려된 변수들이다(박성원 외
2014；김상명 외 2019；박종일․김수인 2020).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
어 보다 다양한 조세전략의 이용이 가능해 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규모가 크면 정치적 비용의
부담이 높아져서 조세회피에 더 소극적일 수도 있다(기은선 2012；박성원 외 2014；박종일․
김수인 2020). 이러한 점에서 기업규모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방향 예측은 어렵다.30) MTB는 기
업의 성장성 또는 투자기회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본의 시장가치가 클수록 외부로부터 자금조
달이 유리해질 수 있어 조세회피의 성향은 낮아질 수 있다(김상명 외 2019). LEV는 부채사용의
감세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고려된 변수이다(기은선 2012；장승주 외 2017；박종일․김수인

2020). RNDS, APPE, INTA는 연구개발비 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투자는 세액감면의 효
과가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은 조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분석한 과거 연
구들은 종속변수가 조세회피일 때 이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고 있다(기은선 2012；박성원 외

2014；장승주 외 2017；이균봉․박수경 2019；박종일․김수인 2020). NOL은 이월결손금이 발
생한 기업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박성원 외 2014；조
은영․윤두열 2017；박종일․김수인 2020). 본 연구는 NOL에 대해 과거 10년간 당기순이익이
음(－)인 빈도수로 측정하였다. DA는 이익조정에 공격적인 기업은 조세회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통제변수로 고려되었다(Frank et al. 2009；박성원 외 2014；김상
명 외 2019；김선미 외 2020；박종일․김수인 2020). 본 연구는 DA를 Kothari et al.(2005)의

ROA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31) Zscore는 재무적 제약에 처한 기업일수록 조
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통제변수에 고려하였다(박성원 외 2014；박종일

30) 한편, SIZE 변수는 여러 효과를 포착할 수 있기에 모형 설계상에 고려하지 못한 생략된 변수에 대한
대용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Ashbaugh et al. 2003).
31) Kothari et al.(2005)의 모형식은 다음의 식(4)과 같다. 식(4)을 이용하여 산업－연도별로 횡단면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개별기업에 대해 잔차(ε) 값이 재량적 발생액(DA)이다. 본 연구는 추정시 산업
은 중분류로 추정하고, 최소 20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추정된 잔차(ε)인
DA 값이 클수록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이 높다고 해석한다
(Dechow et al. 1995；Kothari et al. 2005).
TAt/At－1＝α0＋β1(1/At－1)＋α2([ΔREVt－ΔRECt]/At－1)＋α3(PPEt/At－1)＋α4ROAt＋εt
여기서, TA ＝t년도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A
＝t년도 기초총자산
ΔREV ＝t년도 매출액의 변화
ΔREC ＝t년도 매출채권의 변화
PPE ＝t년도 유형자산(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
ROA ＝t년도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ε
＝잔차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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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2020).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 측정치로 Altman(1968)의 Zscore를 이용하였고,32) 박종
일․김수인(2020)의 방법에 따라 전기로 측정하였다. 이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의 방법처럼

Zscore 값에 (－1)을 곱해 해당 값이 클수록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박성원 외 2014；박종일․김수인 2020). MKT는 시장 간 차이를 통제할 목적에서 고려되었다
(박종일․김수인 2020). 이들 통제변수의 측정과 정의는 식(2)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① 금융업이 아닌 12월 결산기업,
②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ESG 통합 등급과 그 구성인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
영), G(기업지배구조) 자료가 입수가능한 기업, ③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분석에 이용될 기본 재무자료, 주가 및 외국인지분율 등의 자료가 입수가능한 기업,
④ (사)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TS2000에서 대주주지분율 자료가 있는 기업, ⑤ 연도별로 세전이
익과 추정과세소득이 양(＋)인 기업,33) ⑥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등이다. 특히 본 연구는 KCGS
의 ESG와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ESG와 그 구성 등
급이 있는 기업이 분석의 대상이고, 상장기업 중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KCGS의 경우 2011년부터 ESG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자료원에 기초해
서 2011년부터 최근 자료가 포함된 2020년까지로 선정한다. 따라서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종표본은 3,940개 기업/연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ESG의 구성 중 E의 경우만 앞서보다 일부 적은 3,846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표본과 관련된 산업/연도별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Panel A의 경우 지면상 KISVALUE의
대분류 기준으로 산업별 분포를 보고하였다.

32) Altman(1968)의 Zscore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Zscore＝3.3(BI/A)＋(SALE/A)＋0.25(RE/A)＋0.5((CA
－CL)/A). 여기서 BI＝세전이익, SALE＝매출액, RE＝이익잉여금, CA＝유동자산, CL＝유동부채, A
＝총자산을 나타낸다. Zscore의 값이 작을수록 재무적 제약이 높은 기업이다.
33) 선행연구들은 BTD를 계산할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박종
일 외 2009；강주훈․최미화 2010), 또한 ETR을 계산할 때 선행연구들은 분모인 세전이익이 영(0)
이하이면 결과해석에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Guenther et al. 2017；박종일․김수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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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의 산업/연도별 분포
Panel A：산업별 분포
Industry

N

%

제조업

2,533

64.3%

건설업

146

3.7%

도매 및 소매업

311

7.9%

서비스업

728

18.5%

기타

222

5.6%

합계

3,940

100.0%

Panel B：연도별 분포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N

232

374

356

378

404

439

428

413

484

432

3,940

주1) 산업의 분류는 대분류로 제시함.
주2)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임.

<표 1>의 Panel A에서 산업별 분포를 보면, 산업 중 제조업이 표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고
(64.3%), 다음이 서비스업(18.5%), 도매 및 소매업(7.9%), 기타(5.6%), 건설업(3.7%)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본의 연도별 분포의 경우 2011년도가 232개로 가장 적고, 2019년도가 483개로
가장 많다.

<표 2>는 표본에 사용된 ESG와 그 구성인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기업지배구
조)의 각 등급의 분포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2> 표본의 ESG, E, S, G의 분포 현황
평가등급

ESG
N

E
%

N

S
%

N

G
%

N

%

A＋

26

0.7%

33

0.8%

145

3.2%

41

1.0%

A

243

6.2%

261

6.4%

314

6.8%

179

4.5%

B＋

563

14.3%

705

17.3%

651

15.0%

837

21.2%

B

335

8.5%

285

7.7%

308

8.8%

1,826

46.3%

C

2,577

65.4%

2,202

56.9%

2,385

62.0%

978

24.8%

D

196

5.0%

360

10.9%

137

4.1%

79

2.0%

3,940

100%

3,846

100%

3,940

100%

3,940

100%

합계

주1) ESG, E, S, G의 분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분류기준에 따름.
주2)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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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ESG 총계 등급의 경우 A＋ 등급은 0.7%로 가장 적은 반면, C 등급이 66.2%로 가
장 많다. 또한 A＋와 A의 합계의 비중이 전체에서 6.8%인 반면에, A＋, A, B＋의 합계의 비중
은 21.1%로 전체의 20%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상이․박종일(2020) 및 마희영(2020)의
방법에 따라 B＋ 이상이면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았다. 또한 E, S, G 등급의 경우도

A＋와 A의 합계의 비중이 전체에서 각각 7.6%, 11.6%, 5.6%로 적은 반면에, A＋, A, B＋의 합
계의 비중은 각각 전체의 26.0%, 28.2%, 26.8%로 모두 20% 이상이다. 따라서 E, S, G의 경우도

B＋ 이상이면 등급이 우수한 기업으로 본 연구는 보았다.
한편, E, S, G의 경우 공통되게 A＋ 등급이 가장 적은 반면, E와 S는 ESG와 유사하게 C 등급
이 56.9%와 62.0%로 가장 많고, G의 경우에는 B 등급에서 46.3%로 가장 많았다. 즉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경영은 C 등급의 분포가 가장 많은 반면에, 기업지배구조는 B 등급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분포 특성으로 볼 때 기업지배구조(G)가 환경경영(E)과 사회적 책임
경영(S)보다 등급이 좀 더 나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환경경영이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이 모두 6등급 중 하위 2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문에 대한 기업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ESG 등급의 경우도 6등급 중 하위 2등급에 해당하는 C 등급이 가장
많은 빈도(65.4%)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비중의 대략 2/3를 차지한다. 따라서 ESG 등급으로 평
가된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그리 높지만은 않음을 볼 수 있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모형에 이용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이다. 종속변수인 TAVO의 대용치 중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으로 추정된 BTD_DD는 평균(중위수)이 －0.003(－0.001)이고, BTD(회
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0.003(－0.002)이다. 당기로 측정된 CETR(현금유효세율)의 평균

(중위수)은 0.323(0.237)이고, GETR(GAAP 유효세율)은 0.265(0.227)로 나타나 CETR보다 낮았다.
가설 1의 관심변수인 Kim et al.(2016)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MOC(경영자 과신성향)의 평균은

0.0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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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기술통계
Variable

BTD_DD

N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3,940

－0.003

－0.001

0.039

－0.187

0.379

BTD

3,940

－0.003

－0.002

0.040

－0.172

0.336

CETR

3,940

－0.323

－0.237

0.390

－2.901

－0.004

GETR

3,940

－0.265

－0.229

0.220

－1.737

－0.009

MOC

3,940

0.072

0

0.258

0

1

ESG

3,940

2.532

2

1.041

1

6

E

3,846

2.585

2

1.143

1

6

S

3,940

2.760

2

1.226

1

6

G

3,940

2.532

2

0.902

1

6

DESG

3,940

0.211

0

0.408

0

1

DE

3,846

0.260

0

0.439

0

1

DS

3,940

0.282

0

0.450

0

1

DG

3,940

0.268

0

0.443

0

1

FOR

3,940

0.124

0.069

0.139

0

0.630

BIG4

3,940

0.696

1

0.460

0

1

OWN

3,940

0.456

0.463

0.154

0.109

0.795

ROA

3,940

0.052

0.039

0.046

－0.003

0.247

SIZE

3,940

27.092

26.799

1.427

23.652

33.068

MTB

3,940

1.394

0.960

1.349

0.275

8.408

LEV

3,940

0.361

0.364

0.184

0.019

0.773

RD

3,940

0.011

0

0.024

0

0.148

APPE

3,940

0.160

0.133

0.128

0

0.574

INTA

3,940

0.018

0.008

0.030

0

0.197

NOL

3,940

0.409

0

0.807

0

5

DA

3,940

－0.001

0.001

0.057

－0.401

0.513

Zscoret－1

3,940

－1.295

－1.254

0.645

－3.082

0

MKT

3,940

0.038

0

0.433

0

1

주1) 변수 정의：BTD_DD＝t년도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으로 추정된 BTD의 잔차(ε)；BTD
＝t년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기초총자산；CETR＝t년도 현금유효세율(＝법인세부담액/법인
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1)을 곱한 값；GETR＝ t년도 GAAP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
감전순이익)에 (－1)을 곱한 값；MOC＝t년도 경영자 과신성향의 대용치, Kim et al.(2016)의 방법에
따라 5개의 조건 중 3점 이상이면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으로 보아 1, 아니면 0인 지시변수；
ESG＝t년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통합 평가등급(A＋, A, B＋, B, C, D)을 서열순위변
수로 측정；E＝t년도 KCGS의 환경경영 등급을 서열순위변수로 측정；S＝t년도 KCGS의 사회적 책
임경영 등급을 서열순위변수로 측정；G＝t년도 KCGS의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서열순위변수로 측정
；DESG＝t년도 KCGS의 ESG 등급이 B＋ 이상이면 1, 아니면 0；DE＝t년도 KCGS의 E 등급이 B＋
이상이면 1, 아니면 0；DS＝t년도 KCGS의 S 등급이 B＋ 이상이면 1, 아니면 0；DG＝t년도 KCGS
의 G 등급이 B＋ 이상이면 1, 아니면 0；FOR＝t년도 외국인지분율；BIG4＝t년도 Big 4 회계법인에
게 감사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OWN＝t년도 대주주지분율；ROA＝t년도 당기순이익/기초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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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SIZE＝t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MTB＝t년도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LEV＝t년도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RNDS＝t년도 연구개발비/매출액；APPE＝t년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을 제외한 유형자산/기초총자산；INTA＝t년도 무형자산/기초총자산；NOL＝t년도 과거 10년간 손실
발생의 빈도；DA＝t년도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ROA 성과통제 재량적 발생액；
Zscore＝t－1년도 Altman(1968)의 재무적 제약 측정치에 (－1)을 곱한 값；MKT＝t년도 코스닥시장
에 속한 기업이면 1, 유가증권기업이면 0임.
주2)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임.

이는 본 연구에서 과신성향을 판단하기 위한 5개의 상황(①～⑤)에 대해 3점 이상인 기업이
전체표본에서 7.2%임을 나타낸다. 해당 측정치를 이용한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MOC의
평균은 0.181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MOC보다 미국 자료를 이용한

Kim et al.(2016)에서 MOC의 평균값이 대략 2.5배(＝0.181/0.072) 정도 높다는 점에서 국내 상장기
업들의 경영자 과신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관심변수인 지속가능경영 지표인 ESG의 평균(중위수)은 2.532(2)이고, 그 구성인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기업지배구조)의 각 평균(중위수)은 2.585(2), 2.760(2),
2.532(2)로 나타났다. 또한 앞서의 서열순위변수 대신 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한 DESG, DE, DS, DG의 각 평균은 표본에서 21.1%, 26.0%, 28.2%, 26.8%이다.

FOR(외국인지분율)의 평균(중위수)은 0.124(0.069)이고, BIG4(감사인 규모)의 평균은 0.696
이며, OWN(대주주지분율)의 평균(중위수)은 0.456(0.463)이다. 또한 ROA(당기순이익)의 평균

(중위수)은 0.052(0.039)로 양(＋)의 수치이고, MTB(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의 평균과
중위수는 1.394와 0.960으로 나타나 평균은 자본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지보다 컸다. SIZE(기업
규모)의 평균(중위수)은 27.092(26.799)이고, LEV(부채비율)의 평균(중위수)은 0.361(0.364)로
타인자본보다 자기자본의 비중이 더 높았다. RD(연구개발비/매출액)의 평균(중위수)은 0.011(0)
인 반면, APPE(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평균(중위수)은 0.160(0.134)으로 나타났고, INTA(무
형자산)의 경우는 0.018(0.008)이다. NOL(과거 10년간 손실발생 빈도)의 평균은 0.406이고,

DA(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중위수)은 －0.001(0.001)로 거의 영(0)에 근접한 수치이다. Zscore
(재무적 제약)의 평균(중위수)은 －1.295(－1.254)로 나타났고, MKT(시장구분)의 평균은 0.038
이다. 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경우 코스닥상장기업보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들을 중심
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관관계
<표 4>에는 모형에 이용된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먼저 종속변수인 BTD_
DD, BTD, CETR, GETR 간에 서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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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C는 조세회피 측정치 중 BTD_DD와 BTD에 대해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그러나

CETR과 GETR에 대해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나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증가하나, ETR 계열의 측정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 과신성향은 BTD 계열과 ETR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관심변수 ESG는 BTD 계열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그러나

ETR 계열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34)
지면상 표에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ESG의 구성(E, S, G) 중 E는 ESG의 경우와 같은 결과였다.
또한 S는 BTD 계열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그러나 CETR은 유의하지 않았고, GETR은 유의
한 음(－)의 상관성이었다. 그리고 G는 BTD 계열과 ETR 계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성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통제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는 종속변수가 BTD 계열 중 BTD_DD일 때 ROA, SIZE, APPE, NOL,

Zscore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LEV, DA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또한 종
속변수가 ETR 계열 중 CETR일 때는 FOR, OWN, ROA, APPE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LEV, NOL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ROA, APPE, LEV를 제외하면 BTD 계열
과 ETR 계열 간에 차이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SIZE는 ESG와 0.609로 높은 양(＋)
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ESG의 구성(E, S, G)의 경우도 질적으로 유사하였다.35) 또한

SIZE와 FOR 간에도 0.532로 높은 상관성이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기업을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회귀분석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ESG는 MOC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ESG 등급이 높은 기업
일수록 경영자의 과신성향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과신
성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36)
34) 한편, 지면상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ESG와 그 구성(E, S, G)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SG는 E, S, G와 각각 0.660, 0.784, 0.627로 양(＋)의 상관성을, E는
S, G와 각각 0.533, 0.303의 양(＋)의 상관성을, S는 G와 0.443의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G 등급이 높은 기업은 E와 S 등급 역시 높음을 나타낸다.
35) 지면상 보고하지 않았으나, E, S, G는 SIZE와 각각 0.570, 0.606, 0.442의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
났다.
36) 특히 ESG의 구성 중 G에서 MOC와 －0.77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또한 S는 MOC와 －0.034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고, E의 경우는 MOC와 －0.016의 음(－)의 상관성이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0.547
(0.000)
0.341
(0.000)
0.033
(0.037)
0.044
(0.037)
0.001
(0.971)
－0.032
(0.042)
0.019
(0.242)
0.310
(0.000)
0.011
(0.482)
0.002
(0.896)
－0.073
(0.000)
0.035
(0.027)
0.032
(0.043)
－0.031
(0.051)
0.064
(0.000)
0.050
(0.002)
0.065
(0.000)
0.037
(0.020)

1

(2)

0.625
(0.000)
－0.031
(0.055)
0.01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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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1)
－0.020
(0.215)
0.044
(0.005)
0.226
(0.000)
－0.024
(0.134)
0.009
(0.55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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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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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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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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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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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
－0.010
(0.528)
－0.005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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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
(0.000)
－0.006
(0.695)
－0.075
(0.000)
0.031
(0.050)
0.06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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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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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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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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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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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0.879)
－0.023
(0.148)
0.084
(0.000)
0.279
(0.000)
－0.025
(0.111)
0.064
(0.000)
－0.022
(0.169)
0.156
(0.000)
0.078
(0.000)
－0.015
(0.338)
0.038
(0.018)

1

(5)

0.246
(0.000)
0.268
(0.000)
－0.182
(0.000)
0.055
(0.001)
0.609
(0.000)
0.109
(0.000)
0.101
(0.000)
0.111
(0.000)
0.169
(0.000)
0.186
(0.000)
－0.027
(0.094)
－0.066
(0.000)
－0.006
(0.589)
－0.027
(0.08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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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0
(0.000)
－0.336
(0.000)
0.256
(0.000)
0.532
(0.000)
0.251
(0.000)
－0.116
(0.000)
0.103
(0.000)
0.062
(0.000)
0.112
(0.000)
－0.151
(0.000)
－0.143
(0.000)
－0.121
(0.000)
0.043
(0.007)

1

(7)

－0.013
(0.430)
0.010
(0.551)
0.411
(0.000)
0.055
(0.001)
0.035
(0.030)
0.094
(0.000)
0.092
(0.000)
0.118
(0.000)
－0.097
(0.000)
－0.046
(0.004)
－0.030
(0.061)
－0.040
(0.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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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0.079
(0.000)
－0.167
(0.000)
－0.137
(0.000)
－0.090
(0.000)
－0.149
(0.000)
0.024
(0.140)
－0.079
(0.000)
－0.109
(0.000)
0.040
(0.011)
0.036
(0.026)
－0.047
(0.003)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임(N＝3,940개 기업/연).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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⒆ Zscoret－1

⒅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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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CETR

0.939
(0.000)
0.537
(0.000)
0.331
(0.000)
0.030
(0.058)
0.044
(0.006)
0.012
(0.452)
－0.013
(0.425)
0.0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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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027
(0.097)
－0.008
(0.632)
－0.049
(0.002)
0.010
(0.537)
0.084
(0.000)
－0.0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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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108
(0.000)
0.037
(0.020)
0.012
(0.4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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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ariable

⑴ BTD_DD

0.008
(0.617)
0.360
(0.000)
－0.220
(0.000)
0.104
(0.000)
0.002
(0.911)
0.020
(0.213)
－0.162
(0.000)
－0.137
(0.000)
－0.302
(0.000)
0.132
(0.000)

1

(10)

0.048
(0.003)
0.160
(0.000)
0.070
(0.000)
0.161
(0.000)
0.176
(0.000)
－0.070
(0.651)
－0.036
(0.023)
0.074
(0.000)
－0.053
(0.001)

1

(11)

1

(12)

0.050
(0.002)
0.232
(0.000)
0.017
(0.290)
0.140
(0.000)
－0.007
(0.651)
－0.111
(0.000)
－0.124
(0.000)
0.213
(0.000)

<표 4> 피어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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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260
(0.000)
0.070
(0.000)
0.284
(0.000)
0.070
(0.000)
－0.071
(0.000)
－0.059
(0.000)

1

(13)

0.012
(0.435)
0.137
(0.000)
－0.020
(0.203)
0.001
(0.957)
0.066
(0.000)
0.152
(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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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0.078)
－0.136
(0.000)
－0.041
(0.011)
0.091
(0.000)

0.055
(0.001)
0.266
(0.000)
－0.005
(0.765)

(19)

0.155
1
(0.000)
－0.043 0.015
(0.007) (0.3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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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0.021)
－0.029
(0.069)
－0.044
(0.006)
－0.084
(0.000)
－0.047
(0.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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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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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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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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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OC는 DA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나타나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은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재량적 발생액 수준이 높았다(황국재․차명기 2015).
이와 달리, ESG는 DA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ESG 등급이 높을수록 경영자
의 기회주의적인 재량적 발생액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박준령․김요환 2017；Yoon et al.

2019；장윤지․홍철규 2020).

3. 가설 1과 2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식(1)을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 및 <표

6>에 보고하였다. <표 5>는 가설 2의 관심변수를 ESG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이고, <표 6>은
ESG의 세부적인 각 구성인 E, S, G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표 6>의 경
우는 <표 5>에 보고된 통제변수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지면상 관심변수(E, S,

G)를 중심으로 한 요약된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표에서 추정모형 (1)과 (2)는 종속변수가 BTD
계열의 결과를, 추정모형 (3)과 (4)는 종속변수가 ETR 계열의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즉 추정
모형 (1)은 BTD_DD의 결과를, (2)는 BTD의 결과이고, (3)은 CETR의 결과를, (4)는 GETR의
결과이다. 가설 1의 관심변수는 MOC(경영자 과신성향)이고, 가설 2의 관심변수는 ESG(또는 E,

S, G)이다. 그리고 표의 결과는 연도와 산업별 더미변수(ΣYD, ΣIND)에 대한 고정효과를 고려
한 후 분석된 결과이나 지면상 간결성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였다.
먼저 <표 5>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Adj. R2)은 추정모형 (1)부터 (4)까
지 각각 0.105, 0.168, 0.088, 0.108로 나타나 종속변수가 CETR일 때 가장 낮고, BTD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설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은 추정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은 적합성이 있다.37)

37) <표 5>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VIF 값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SIZE로 그 값은 모두 2.41로
같았다. VIF 값이 설명변수 중에 10 이상이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표 5>의 검증결과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표 6>의 경우도 <표 5>의 경우와 질
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6>의 추정모형 (1)부터 (3)까지 VIF 값이 가장 높았
던 변수는 모두 SIZE로 그 값이 각각 2.43, 2.42, 2.05이었고, 추정모형 (4)부터 (6)까지의 경우도 고
려된 변수들이 같아, 앞서와 질적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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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OC 및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H1, H2
종속변수＝TAVOt
Variable

BTD 계열

ETR 계열

BTD_DD

BTD

CETR

(1)

(2)

(3)

(4)

Intercept

－0.045***
[－2.658]

－0.033*
[－1.907]

0.004
[0.024]

－0.100
[－1.067]

MOCt

0.006
[2.453]

**

0.005
[2.136]

**

0.009
[0.352]

－0.011
[－0.794]

ESGt

0.001
[1.883]

*

0.002
[2.097]

**

0.018
[2.374]

**

0.005
[1.170]

FORt

－0.014**
[－2.293]

－0.016***
[－2.705]

0.035
[0.581]

0.004
[0.118]

BIG4t

－0.002
[－1.347]

－0.002
[－1.387]

－0.020
[－1.368]

0.009
[1.131]

OWNt

0.010
[2.275]

0.008
[1.845]

0.087
[2.035]

0.066
[2.762]

ROAt

0.253***
[16.519]

0.381***
[24.455]

2.187***
[14.243]

1.169***
[13.668]

SIZEt

0.001
[1.527]

0.001
[1.280]

－0.015
[－2.305]

MTBt

－0.003
[－6.017]

－0.004
[－7.602]

－0.022
[－4.177]

－0.008
[－2.864]

LEVt

－0.005
[－1.195]

－0.002
[－0.424]

－0.037
[－0.869]

－0.018
[－0.760]

RDt

0.003
[0.123]

0.029
[1.051]

－0.098
[－0.365]

0.104
[0.696]

APPEt

0.029
[5.237]

0.017
[2.930]

0.138
[2.492]

0.050
[1.599]

INTAt

－0.011
[－0.520]

－0.023
[－1.077]

－0.232
[－1.090]

－0.114
[－0.959]

NOLt

0.004
[5.150]

DAt

－0.068
[－6.308]

Zscoret－1
MKTt

**

***

***

***

*

***

***

***

GETR

**

**

***

**

***

***

**

－0.008
[－2.177]
***

***

－0.047
[－5.663]

－0.047
[－10.076]

0.046
[4.231]

0.021
[0.191]

0.034
[0.559]

0.006***
[5.315]

0.008***
[7.080]

0.048***
[4.271]

0.037***
[5.934]

0.001
[0.277]

0.001
[0.367]

－0.031
[－0.881]

－0.047
[－2.444]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Adj. R

0.105

0.168

0.088

0.108

F Value

15.83***

27.23***

13.06***

16.37***

3,940

3,940

3,940

3,940

***

ΣIND, ΣYD
2

N

0.005
[5.566]

***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괄호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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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의 관심변수 MOC는 종속변수가 BTD 계열과 ETR 계열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즉 MOC는 종속변수가 BTD_DD와 BTD에 대해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이
나타난 반면, 종속변수가 CETR 및 GETR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
다.38) 이는 MOC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치(BTD 계열 vs. ETR 계열)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에서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 것을
기대한 가설 1은 ETR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보다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일 때 주로 지
지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 1과 관련된 결과로 판단해 볼 때, 다음의 가설 3의 경우는

ETR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보다 MOC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로 나타난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에 더 초점을 두고 그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가설 2의 관심변수 ESG는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대체로 양(＋)의 계수 값이 나타나
고 있으며, GETR를 제외한 종속변수 BTD_DD, BTD 및 CETR에서 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다. 이는 가설 2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덜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를 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 가설 2의 경우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높은 기업일수
록 조세회피행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ESG 측면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는 앞서 <표 5>에서 ESG와 조세회피(TAVO) 측정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난 사항이 ESG의 구성(E, S, G) 중 어떤 특정 부분의 등급에 기인
한 것인지, 아니면 E, S, G의 구성 모두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표 6>에서

38) 한편, 본 연구는 민감도 분석의 일환으로 선택적인 측정방법으로 장승주 외(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거 5년간 자료로 계산한 Cash ETR(＝법인세부담액의 합계/세전이익의 합계)과 GAAP ETR(＝법인
세비용의 합계/세전이익의 합계)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ETR 측정치와 비
교해 과거 5년간 자료로 Cash ETR과 GAAP ETR를 측정하면 축소된 표본인 2,891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가능 하였다. 분석결과는 MOC와 5년간 자료로 계산된 CETR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5년간 자료를 계산된 GETR만 5% 수준에서 MOC는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이 나타났다.
따라서 CETR보다 GETR만 MOC와의 양(＋)의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조세회피 측정치의 경우
GAAP ETR보다 Cash ETR의 경우가 실제 납부세액의 감소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의 결과를 보면, MOC와 GETR 간에 양(＋)의 관계보다는 MOC와 CETR 간에 양(＋)의 관계가
나타날 때 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KCGS의 ESG 등급 자료가 있는 표본을 이용한 세팅에서 MOC
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는 ETR 계열보다 주로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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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형 (1)과 (4)는 E(환경경영)의 결과를, 추정모형 (2)와 (5)는 S(사회적 책임경영)의 결과를,
추정모형 (3)과 (6)은 G(기업지배구조)의 결과이다. 또한 Panel A는 BTD 계열의 결과를, Panel

B는 ETR 계열의 결과를 나누어 각각 보고하였다.
<표 6> MOC 및 ESG의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H2
Panel A：BTD 계열

종속변수＝TAVOt
Variable

BTD_DD
E

S

(1)

(2)
**

BTD
G

E

(3)

(4)

(5)

0.006
[2.415]

0.006
[2.390]

0.005
[2.037]

0.005
[2.092]

0.005**
[2.072]

ESGt

0.002***
[2.588]

0.001
[1.199]

0.000
[0.276]

0.002***
[2.624]

0.001
[1.280]

0.000
[0.579]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111

0.105

0.104

0.175

0.167

0.167

***

***

**

(6)

0.005
[2.277]

***

**

G

MOCt

Adj. R2

**

S

***

**

***

F Value

16.38

15.75

15.70

27.93

27.12

27.07***

N

3,846

3,940

3,940

3,846

3,940

3,940

Panel B：ETR 계열

종속변수＝TAVOt
Variable

CETR
E

S

GETR
G

E

S

G

(1)

(2)

(3)

(4)

(5)

(6)

MOCt

0.005
[0.196]

0.007
[0.295]

0.008
[0.313]

－0.013
[－0.917]

－0.012
[－0.859]

－0.011
[－0.797]

ESGt

0.009
[1.332]

0.008
[1.190]

0.018**
[2.338]

0.006
[1.600]

－0.003
[－0.885]

0.009*
[1.958]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085

0.087

0.088

0.107

0.108

0.109

2

Adj. R

***

***

***

***

F Value

12.16

12.90

13.05

15.74

16.35

16.47***

N

3,846

3,940

3,940

3,846

3,940

3,940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괄호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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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anel A에서 BTD 계열의 결과를 보면, 가설 1의 관심변수인 MOC는 앞서 <표 5>와 같
이 종속변수가 BTD 계열일 때 추정모형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가설 2의 관심사항인 ESG의 각 구성의 경우 E, S, G는 대체로 양(＋)의 계수 값이지만, E의
결과만 종속변수 BTD_DD 및 BTD에 대해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다. 그러
나 S와 G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적인 증거로 볼 때
앞서 <표 5>에서 ESG와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BTD_DD, BTD)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던 사항은 주로 환경경영(E) 등급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경경영과 조세회
피 간에 양(＋)의 관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연구주제는 다르지만, Velte(2020)의 주장에 기
초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elte(2020)는 환경경영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E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일 수도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행위를 위장하기 위
한 수단 중 하나로 환경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기업이 만일 위장환경주
의 정책으로 환경성과를 내는 경우 이익조정행위에 더 몰입할 수 있다. 이때 높은 환경의 성과
는 부정적인 이익의 질에 대한 허가(license)를 제공하여 기업평판에 대한 보증(reputational

insurance)으로서의 역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본 연구의 E와 TAVO 간의 관계에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높은 환경경영 등급의 기업이 그린워싱39) 정책을 이용한 경우라면 기업
은 조세회피행위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Panel B에서 ETR 계열의 결과를 보면, MOC는 앞서 <표 5>처럼 종속변수가 ETR
계열일 때 추정모형 모두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설 2의 관심사항인 ESG의 각 구성의 경우 E와 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G
는 종속변수 CETR과 GETR에 대해 오히려 5%와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양(＋)의 값이 나
타났다. 특히, 앞서 <표 5>에서 ESG의 통합 등급은 ETR 계열과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ESG의
구성을 나누어 살펴본 경우는 G에서만 ETR 계열과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이러
한 결과는 선행연구 중 김선미 외(2020)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다. 즉 김선미 외(2020)는 이익
조정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중에서 기업지배
구조(G)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CETR의 경우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그러나 GETR와는 유의
한 값이 나타나지는 않았다.40) 따라서 ESG를 그 구성요소인 E, S, G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39) greenwashing은 실천 없이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기업이 홍보만 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한다.
40) 그런데 김선미 외(2020)의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김선미 외(2020)의 연구는 본 연구와 달리, 연구자들의 해당 주제를 분석할 때 재량적 발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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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가설 2의 예상과 일치하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E(환경경영)와

G(기업지배구조)의 결과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증거를 보였다.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 <표 5>의 결과로 볼 때, 유의한 값이 나타난 통제변수로 FOR, MTB,

DA 는 대체로 조세회피(TAVO)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OWN, ROA, APPE, Zsocre
는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NOL은 종속변수가 BTD 계열일 때 양(＋)의 관계
를, ETR 계열일 때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
한 FOR과 DA는 주로 종속변수가 BTD 계열일 때 유의하다. 특히, DA는 BTD 계열의 조세회
피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나 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간에 보
완관계보다는 대체관계로 나타났다. 즉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켜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기
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결과는 고종권 외(2012)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조세회피 측정치에 상관없이 일관된 증거를 보이는 통제변수는 OWN, ROA, MTB,

Zscore이다. 즉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고,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
회피 수준이 낮았다.

4.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앞서 <표 5> 및 <표 6>은 ESG와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평균적인 관계인 직
접효과(direct effect)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ESG 또는 그 구성(E, S, G)이 특정
상황인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통제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와 관련
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설 3을 검증하기 위
하여 모형식(2)를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표 8>에 보고하였다. 즉 앞서와
같이 <표 7>은 ESG를 이용한 결과이고, <표 8>은 ESG의 세부적인 구성(E, S, G)을 이용한 결
과이다. 따라서 <표 7>에서 가설 3의 관심변수는 상호작용변수인 MOC*ESG이고, <표 8>에서
관심변수는 상호작용변수인 MOC*E, MOC*S, MOC*G이다. 상호작용변수의 경우는 앞서 전술
한 바와 같이 ESG(또는 E, S, G)를 B＋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분석한 결과이다.
기타 표 보고방식은 앞서와 유사하다.

이 음(－)인 표본은 제외한 후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전체표본이 아닌 subsample의 결과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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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MOC와 ESG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H3
종속변수＝TAVOt
Variable

BTD 계열
BTD_DD
(1)

CETR

(2)
**

Intercept

ETR 계열
BTD

－0.041
[－2.349]
**

*

－0.029
[－1.663]
**

(3)

(4)

0.016
[0.093]

－0.077
[－0.791]

0.003
[0.111]

－0.024
[－1.644]

MOCt

0.006
[2.441]

ESGt

0.004
[2.087]

0.004
[2.157]

0.038
[1.945]

0.012
[1.074]

MOCt*ESGt

－0.003
[－0.428]

－0.003
[－0.408]

0.035
[0.549]

0.085
[2.414]

FORt

－0.013
[－2.277]

－0.016
[－2.683]

0.036
[0.605]

0.003
[0.097]

BIG4t

－0.002
[－1.341]

－0.002
[－1.376]

－0.020
[－1.356]

0.009
[1.102]

OWNt

0.010
[2.303]

ROAt

0.252
[16.495]

0.380
[24.429]

2.186
[14.227]

SIZEt

0.001
[1.495]

0.001
[1.312]

－0.014
[－2.148]

MTBt

－0.003
[－6.034]

－0.004
[－7.614]

－0.022
[－4.184]

－0.009
[－2.903]

LEVt

－0.005
[－1.171]

－0.002
[－0.399]

－0.036
[－0.842]

－0.017
[－0.735]

RDt

0.003
[0.123]

0.029
[1.057]

－0.095
[－0.354]

0.098
[0.654]

APPEt

0.029
[5.186]

0.016
[2.896]

0.139
[2.489]

0.047
[1.532]

INTAt

－0.011
[－0.535]

－0.023
[－1.081]

－0.224
[－1.053]

－0.111
[－0.939]

NOLt

0.004
[5.124]

DA_Kt

－0.068
[－6.332]

**

**

**

***

***

***

***

***

***

0.006
[2.136]

GETR

**

***

*

0.008
[1.863]
***

***

***

***

0.005
[5.546]

***

0.046
[4.204]

***

*

**

0.087
[2.020]
***

**

***

**

***

**

***

0.066
[2.779]

***

1.169
[13.683]
**

－0.008
[－2.322]
***

***

－0.047
[－5.622]

－0.047
[－10.001]

0.019
[0.172]

0.034
[0.572]

***

***

Zscoret－1

0.006
[5.294]

0.008
[7.050]

0.047
[4.220]

0.037
[5.944]

MKTt

0.001
[0.287]

0.001
[0.363]

－0.032
[－0.915]

－0.047
[－2.416]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105

0.168

0.088

0.110

ΣIND, ΣYD
2

Adj. R

F Value
N

***

15.33

3,940

***

26.33

3,940

***

12.58

3,940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괄호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

***

16.08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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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7>의 결과를 보면, 모형의 설명력(Adj. R )은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각각 0.105,

0.168, 0.088, 0.110로 나타나 앞서 <표 7>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고, 모형설정의 적합
성을 나타내는 F 값은 추정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41)

<표 7>에서 가설 3의 관심변수(MOC*ESG)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MOC*ESG는 종속
변수가 BTD 계열일 때와 종속변수가 ETR 계열 중 CETR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
타나지 않은 반면에, 종속변수가 ETR 계열 중 GETR만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설 3의 경우 앞서 <표 5>에서 MOC와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BTD_DD, BTD)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던 사항의 경우 ESG 등급이 높은 기
업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조세회피 수준이 약화된다는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
한 오히려 앞서 <표 5>에서 MOC와 GETR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호작용변수인 MOC*ESG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는 기
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ESG 등급이 우수할 때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따라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를 약화
시킬 것으로 예상한 가설 3은 전반적으로 조세회피 측정치에 상관없이 지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설 3과 관련하여 ESG의 각 구성(E, S, G)을 이용한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Panel A에서 종속변수가 BTD 계열(BTD_DD, BTD)일 때 가설 3의 관심변수 MOC*E, MOC*S,
MOC*G는 대체로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나고 있으나, MOC*G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와 달리, Panel B에서 종속변수가 ETR 계열(CETR, GETR)일 때는 관심변수 MOC*E,

MOC*S, MOC*G는 모두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는 <표 7>에서
종속변수가 BTD 계열(BTD_DD, BTD)은 관심변수 MOC*ESG 간에 음(－)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ESG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MOC*G의 경
우 종속변수 BTD_DD 및 BTD에 대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관찰되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가설 3과 부합된 결과는 ESG 자체보다는 ESG의 구성 중 G(기업지배구조)
의 경우에서 주로 나타났다.

41) <표 7>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VIF 값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SIZE로 그 값은 모두 2.37이었
다. <표 8>의 경우도 <표 7>의 경우와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8>의 추정
모형 (1)부터 (3)까지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SIZE로 그 값이 각각 2.35, 2.28, 2.07이었고, 추
정모형 (4)부터 (6)까지도 앞서의 경우와 같은 통제변수가 이용되었으므로, 질적으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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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OC와 ESG의 각 구성(E, S, G)의 상호작용변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결과：H3
Panel A：BTD 계열

종속변수＝TAVOt
BTD_DD

Variable

E

S

(1)

G

(2)
**

MOCt

0.006
[2.099]

ESGt

BTD
E

(3)
**

S

(4)
***

(5)
**

0.007
[2.356]

0.009
[3.319]

0.006
[1.987]

0.004
[2.491]

0.001
[0.684]

0.001
[0.843]

MOCt*ESGt

－0.001
[－0.213]

－0.003
[－0.508]

Control
variable

Included

ΣIND, ΣYD
Adj. R

(6)
**

***

0.006
[2.276]

0.009
[3.402]

0.004
[2.111]

0.002
[1.048]

0.002
[1.347]

－0.015***
[－2.630]

－0.002
[－0.433]

－0.005
[－0.933]

－0.020***
[－3.446]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111

0.104

0.106

0.175

0.167

0.170

**

2

G

***

***

***

**

***

***

F Value

15.81

15.19

15.43

26.90

26.21

26.63***

N

3,940

3,940

3,940

3,940

3,940

3,940

Panel B：ETR 계열

종속변수＝TAVOt
Variable

CETR

GETR

E

S

G

E

S

G

(1)

(2)

(3)

(4)

(5)

(6)

MOCt

0.005
[0.188]

0.021
[0.759]

0.021
[0.759]

－0.017
[－1.090]

－0.011
[－0.692]

－0.012
[－0.768]

ESGt

0.021
[1.195]

0.017
[1.000]

0.027
[1.669]

0.007
[0.721]

－0.007
[－0.690]

0.010
[1.116]

MOCt*ESGt

－0.002
[－0.038]

－0.059
[－1.078]

－0.063
[－1.117]

0.017
[0.576]

－0.004
[－0.134]

0.003
[0.080]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2

*

Adj. R

0.085

0.087

0.088

0.106

0.108

0.108

F Value

11.75***

12.48***

12.54***

15.15***

15.79***

15.82***

N

3,940

3,940

3,940

3,940

3,940

3,940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괄호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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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의 기업일 때는 효율적 통제메커니즘의 작용으로 이
를 억제시켜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의 <표 8>의 결과는 평균적인 관계를 살
펴본 <표 6>의 경우와 달리, 경영자에게 특정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우
수한 기업은 이를 억제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BTD 계열
과 달리, ETR 계열(CETR, GETR)에서는 가설 3에 부합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 제한된

(limited) 증거였다. 한편 G와 달리,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에서는 앞서와 같은 증거
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추가분석 결과：MOC와 외부지배구조의 상호작용효과
앞서 <표 5>와 <표 6>은 ESG 또는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
보고, 또한 <표 7>과 <표 8>에서는 경영자의 과신성향의 세팅(setting)을 이용하여 ESG 또는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추가분석의 일환
으로 ESG 또는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외부지배구조가 결합될 때 달라
지는지에 대한 결합효과(combined effect)에 대해 추가로 알아본다. 통상 ESG는 기업의 내부지
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국외의 경우 기관투자자 집단이 외부지배구조의 역할을 하여 기업
을 모니터링한다고 보고 있다(Chang et al. 2016；Miller et al. 2021；Velte 2021). 반면, 국내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 집단이 앞서와 같은 기업활동 및 재무정보와 관련된 감시․감독의 모니터
링 역할을 기대해 왔다(전영순 2003；박경서․이은정 2006；박종국․홍영은 2009；이진수

2019 등). 예를 들어, 박종국․홍영은(2009)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조세회피 간에 음(－)의
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표 5>의 결과에서도 FOR은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
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의 관심변수 ESG(또는 E, S, G)가 외부지배구조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자 집단과 결합될 때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지는지를 추가로 알아보고
자 한다. 즉 외국인지분율이 높을 때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
용변수를 이용하여 ESG(또는 E, S, G)와 FOR의 연계된 효과인 결합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식(1)의 모형에 ESG*FOR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자 집단이 경영자를 감시․감독하여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면 경영자
에게 과신성향이 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의 관
심변수 MOC가 외부지배구조인 외국인투자자 집단과 결합될 때 효과적 모니터링이 작동한다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식(1)의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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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FOR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
에 보고하였다. <표 9>에서 Panel A에는 관심사항은 ESG*FOR 및 MOC*FOR의 결과이다. 또
한 Panel B와 C에는 ESG*FOR의 결합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ESG의 구성인

E*FOR, S*FOR, G*FOR의 결합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42)
먼저 Panel A에서 MOC*FOR의 상호작용변수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MOC*FOR는 추정모
형 (1)부터 (4)까지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이 높더라도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추가분석 결과：MOC*FOR 및 ESG(E, S, G)*FOR의 상호작용효과
Panel A：MOC*FOR, ESG*FOR

종속변수＝TAVOt
Variable

BTD 계열

ETR 게열

BTD_DD

BTD

CETR

GETR

(1)

(2)

(3)

(4)

***

**

MOCt

0.008
[2.697]

0.007
[2.343]

0.015
[0.493]

－0.015
[－0.881]

ESGt

0.003
[1.135]

0.003
[1.301]

0.036
[1.388]

0.018
[1.257]

FORt

－0.014
[－2.114]

－0.016
[－2.439]

0.034
[0.519]

0.004
[0.111]

MOCt*FORt

－0.023
[－1.193]

－0.020
[－1.031]

－0.072
[－0.368]

0.047
[0.437]

ESGt*FORt

0.006
[0.548]

0.004
[0.383]

0.022
[0.215]

－0.010
[－0.166]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106

0.168

0.088

0.109

**

2

Adj. R

F Value
N

***

14.89

3,940

**

***

25.52

3,940

***

12.17

3,940

***

15.36

3,940

42) <표 9>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VIF 값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
과, Panel A에서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ESG*FOR로 그 값은 4.13
이었다. 또한 Panel B와 C 모두 추정모형 (1)부터 (3)까지의 경우 VIF 값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순차
적으로 E*FOR, S*FOR, G*FOR로 그 값이 각각 3.74, 4.03, 3.59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표 9>
의 결과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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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추가분석 결과：MOC*FOR 및 ESG(E, S, G)*FOR의 상호작용효과 (계속)
Panel B：BTD 계열, ESG의 구성*FOR

종속변수＝TAVOt
Variable

BTD_DD

BTD

E

S

G

E

S

G

(1)

(2)

(3)

(4)

(5)

(6)

ESGt

0.003
[1.203]

0.001
[0.360]

－0.000
[－0.143]

0.001
[0.586]

0.002
[0.758]

0.001
[0.272]

FORt

－0.020***
[－2.932]

－0.014**
[－2.027]

－0.015**
[－2.207]

－0.024***
[－3.505]

－0.015**
[－2.247]

－0.017**
[－2.454]

ESGt*FORt

0.011
[1.197]

0.001
[0.137]

0.005
[0.495]

0.016
[1.632]

－0.001
[－0.150]

0.002
[0.242]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111

0.104

0.104

0.175

0.167

0.167

2

Adj. R

F Value
N

***

15.87

***

15.18

3,940

3,940

***

15.18

3,940

***

***

27.00

26.81

3,940

3,940

26.16***
3,940

Panel C：ETR 계열, ESG의 구성*FOR

종속변수＝TAVOt
Variable

CETR

GETR

E

S

G

E

S

G

(1)

(2)

(3)

(4)

(5)

(6)

ESGt

0.017
[0.748]

0.003
[0.127]

0.012
[0.533]

0.005
[0.411]

－0.013
[－1.041]

0.009
[0.727]

FORt

0.029
[0.429]

0.015
[0.214]

0.012
[0.182]

0.005
[0.138]

－0.008
[－0.208]

0.001
[0.025]

ESGt*FORt

0.031
[0.320]

0.071
[0.731]

0.073
[0.770]

0.023
[0.429]

0.040
[0.741]

0.009
[0.174]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ΣIND, Σ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0.085

0.087

0.088

0.106

0.108

0.108

2

Adj. R

F Value
N

***

11.75

3,940

***

12.46

3,940

***

12.51

3,940

***

15.55

3,940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된 것과 같음.
주2) 괄호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는 1%, 5%, 10%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양측검증).

***

15.81

3,940

***

15.83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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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anel A에서 ESG*FOR의 상호작용변수에 대한 결과는 추정모형 (1)부터 (4)까지
조세회피 측정치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Panel B
와 C에서 ESG의 각 구성인 E*FOR, S*FOR, G*FOR의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한 결합효과의 경
우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볼 때

ESG 및 그 구성(E, S, 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외부지배구조 중 하나인 외국인지분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로부터 ESG와

FOR의 연계된 결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표 9>의 분석결과는 시사한다.

6. 본 연구의 결과해석과 논의
본 절에서는 가설 1부터 3까지와 추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들에 대하여 이를 정리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3의 ESG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세팅으로 살펴본 가설 1의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는 주로 ETR 계열보다 BTD 계열일 때 나
타났다. 이는 경영자에게 과신성향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결과는 국내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방법(예로, BTD 계열 vs. ETR 계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ESG
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살펴본 가설 2의 결과는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
치 중 GETR를 제외한 세 가지 측정치에서 ESG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가설 2의 기
대와 다른 결과였다. 앞서에 대해 ESG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ESG과 조세회피 간
에 양(＋)의 관계는 S(사회적책임경영)보다 주로 E(환경경영) 및 G(기업지배구조)에 기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는 ETR 계열보다 BTD 계열(예로,

BTD_DD, BTD)에서 주로 나타났고, 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는 BTD 계열보다 ETR
계열(예로, CETR, GETR)에서 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KCGS의 환경 등급이 높은 기업일
수록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위장그린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성과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43) 또한 후자의 경우 KCGS의 기업지
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주
제는 다르지만, 한편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경우
에도 G와 이익조정 간에 음(－)의 관계를 발견한 연구도 있으나(박준령․김요환 2017；장윤
지․홍철규 2020), G와 이익조정 간에 양(＋)의 관계를 관찰한 연구(유지연․홍순욱 2019)도 있

43) Kim et al.(2012) 및 Velte(2020)은 상징적 의미로 환경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그린 정책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조정에 몰두하여 재무보고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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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혼재된(mixed) 증거가 보고된 바 있었다. 예를 들어, 유지연․홍순욱(2019)은 KCGS의 ESG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수준이
모두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 G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를 보
이는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증거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S와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한 관계
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경제정의지수(KEJI)를 이용한 기은선(2012), 김정교 외(2015) 및
최미화(2015)의 결과와는 다른 증거이다.44) 따라서 KCGS의 ESG(또는 E, S, G)와 조세회피 간
의 직접효과를 살펴본 평균적인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ESG 또는 그 구성인 E, S, G 등급이
높다고 해서 조세회피가 억제된다는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ESG
등급 또는 그 구성인 E, S, G의 각 등급이 높더라도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억
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표 2>의 ESG(또는 E, S, G)의 등급 분포의 특성에서 보았듯이,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그리
고 E, S, G의 각 등급 수준이 매우 낮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표 2>에서 ESG 및 E와 S
등급의 경우 6 등급 중 하위 5 등급인 C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G 등급은 앞서보다는 조금 나
은 상황이나, 하위 4등급인 B의 분포가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등급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ESG 등급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
야 조세회피의 감소나 이익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ESG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살펴본 가설 3의 경우 ESG(또는 E, S, G) 등급이
높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조세회피 성향을 억제하는지
를 상호작용변수(MOC*ESG)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중 GETR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GETR의 경우도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였다.
또한 ESG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E, S의 상호작용변수(MOC*E, MOC*S)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G의 상호작용변수(MOC*G)는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과 일치하게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계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의 기업일 때 이를 억제하는 통제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결과였다. 하지만
앞서의 결과는 ETR 계열보다 BTD 계열(예로, BTD_DD, BTD)에서만 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의 경우 제한된 증거이긴 하나, 경영자에게 조세회피 성향이 있는 상황에서 ESG가 조절
효과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ESG의 구성 중 E와 S보다는 주로 G(기업지배구조)에
서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와 같은 효과는 ESG 등급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
44) 선행연구들은 KEJI 지수를 이용한 사회적 책임활동(CSR＝S)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기은선 2012；김정교 외 2015；최미화 2015 등). 하지만 KCGS의 S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앞서와 같은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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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러한 데에는 국내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초
반부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한 규제기관 차원의 새로운 제도(예로, 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회 제도, 내부회계통제제도 등)의 도입으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45) 반면,

ESG 개념의 사회적 관심이 국내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 전후에 주로 집중되었기
에 실무계와 학계로부터 ESG의 관심이 높아졌으나,46) 기업이 ESG 개념을 지각한 시점이 최근
들어서이고, 또한 상장기업들에 대한 ESG 수준을 높이려는 규제기관의 역할 개입은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된 ESG 등급
자료는 기업이 공시한 ESG가 아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된 등급이
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CGS는 2011년부터 ESG의 평가를 등급화하여 수행하고
는 있으나, 이는 자체적인 평가일 뿐이다. 그러다보니, 국내 상장기업들이 현재까지는 KCGS의

ESG 등급 평가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다. 상장기업 중 코스피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공시정책에 따라 2030년부터 ESG를 공시해야 하므로, 향후에 가서야 이를 관리
할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KCGS에서 공개되는 ESG 등급은 해당 기
관에 의한 자체평가일 뿐, 기업들이 이를 자각하여 행동한 결과물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유추해 보면,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H2)
가 가설 2의 기대와 달리 나타난 경우, 또는 MOC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H3)
의 경우 G(기업지배구조)의 효과는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나 일부 나타나지만,
이와 달리 ESG 자체의 조절효과는 가설 3의 기대처럼 관찰되지 않는 이유가 전술한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추가분석에서 외부지배구조와의 ESG의 결합효과(combined effect)를 살펴본 경우 ESG
45)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2월에 사외이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정부는 1999년 12월에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5년부터 수행되기 시작하
였다.
46) 예를 들어,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도 2021년 1월에 지속가능한 표준
위원회를 출범시켜 ESG 회계기준의 제정을 발표하고, 이에 발맞추어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에 들어 ESG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또한 국내는 2030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규제당국이 현재 상장기업들의 ESG 개
선을 위한 정책적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상장기업들이 ESG 등급 향상을
관리할 경제적 유인이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특히 G의 조절효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업에서 ESG가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의 강제적(mandatory) 동기부여 차원의 노력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도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ESG 지표를 관리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성과(performance)는 한 차원 더 높아져서 그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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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또는 그 구성인 E, S, G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 외국인지분율이 높더라도 이들의 결합효과
가 조세회피 수준을 낮춘다는 결과는 전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ESG와 조
세회피 간의 관계에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모니터링 역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
려움을 시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발견은 지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ESG 지표 및 그 구성인 E(환
경), S(사회적 책임), G(기업지배구조)의 등급이 높더라도 조세회피 측면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된 기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일부(② 조절효과에서 G의 경우)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따
라 경영자 과신성향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추가분
석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예로, 외국인지분율)의 결합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종전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최근 들
어서는 ESG 개념으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로 ESG 자료를 중
심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등급과 그 구성(E, S, G) 등급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는 ESG 등급 자료가 이용가능 했던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
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은 3,940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
치로 BTD 계열(예로,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따라 추정된 BTD의 잔차, BTD)과

ETR 계열(예로, 당기의 Cash ETR, GAAP ETR)을 이용하고, 경영자 과신성향(MOC)은 Kim et
al.(2016)의 방법에 따른 복합측정치인 5개 상황 중 3 이상이면 1, 아니면 0인 지시변수를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 과신성향은 주로 BTD 계열
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ETR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기대와 달리 ESG의 통합 등급은 ETR 계열보다는 주로

BTD 계열에서 일관되게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ESG의 구성요소(E, S, G)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앞서 BTD 계열에서 유의한 결과는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S(사회적
책임경영)보다는 E(환경경영) 또는 G(기업지배구조)에서 주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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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E)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Velte(2020)의
주장처럼 위장그린 정책에 따른 결과일 수 있고, 기업지배구조(G)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
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ESG(또는 E, S,

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직접효과에서는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ESG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변수(MOC*ESG)를 이용한 결과는 조세회
피 측정치와 대체로 의미 있는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ESG의 구성요소(E, S, G)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E와 S보다 주로 G(기업지배구조)의 경우인 MOC*G는 BTD 계열의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
의 기업은 경영자에게 조세회피 유인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통제메커니즘이 작
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E, S 또한 ESG 자체의 경우는 앞서와 같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ESG와 외부지배구조와의 결합효과를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하여 알아본 결
과, ESG(또는 E, S, G)와 외국인지분율의 각 상호작용변수는 조세회피 측정치와 관계없이 유의
한 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지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ESG 지표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국내외로 높아진 상황에서 본 연구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조
세회피와 연계시켜 ① 직접효과, ② 조절효과 그리고 ③ 결합효과 측면에서 총체적인 접근에
따라 살펴본 결과, 매우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이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발견은 지
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ESG 지표 및 그 구성인 E(환경경영), S(사회적 책임경영), G(기업지배
구조)의 각 등급이 높더라도 조세회피 측면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효과의 기대는 ① 직접효과,
③ 결합효과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 또한 ② 조절효과의 경우도 ESG 등급 자체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다만, ESG의 구성 중 G(기업지배구조)의 경우만 제한적이긴 하나, 경영자 과신성향
과 조세회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조세
회피 측면에서 ESG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
구의 발견은 높은 등급의 ESG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로서 외
부 정보이용자들이 활용하기는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경험적 증거들은 학계에 새로운(novel)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최근 ESG에 관심이 있는 규제당국과 정책입안자에게도 ESG와 그 구성이 조세회피
측면에서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본 연구결과는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들어 2025년까
지 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30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
한 ESG 지표를 의무공시 하도록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예로, 직접효과,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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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효과) 측면에서 ESG의 효과 여부를 알아본 본 연구결과는 ESG와 관련된 앞으로의 정책
마련에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와 같은 유익한 경험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상에 다음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분석에 이용되었던 연구모형식에서 추가로 고려하지 못한 생략변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
다. 둘째, 종속변수인 BTD 계열과 ETR 계열의 측정상에 세전이익 또는 추정과세소득이 양(＋)
인 기업의 조건이 분석에 필요하다. 이는 수익성이 있는 기업이 주로 분석되는 자기선택 편의
의 문제가 있다. 셋째, MOC의 경우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Kim et al.(2016)의 방법인 복합 측정
치의 방법으로 5개의 조건 중 3개 이상이면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높은 것으로 측정했으나, 경
영자의 과신성향은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 잘 관찰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KCGS
는 모든 상장기업과 관련된 ESG 등급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KCGS에서 ESG를 평가하
지 않은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본 분석결과를 전체 상장기업으로 투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서와 같은 측면들은 결과해석상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측면은 조세회피, 경영자 과신성향 그리고 ESG 자료를 이용한 과거 연구들의 경우에도
쉽게 관찰되는 분석상의 제약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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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voidance
：Focus on ESG Evaluation
Jong－Il Park․Yun－Jeong Lee
<Abstract>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betwee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nd whether this relation is
moderated by ESG (and/or E, S, G).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ses whether the link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is moderated by ESG and three factors of ESG (e.g.,
the ability and incentive to monitor managers’ tax avoidance decisions), we used as a proxy for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Therefore, we examine the link between ESG,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n particular, we expect that overconfident CEOs
will b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We expect ESG (E, S, G) to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ax avoidance. Moreover, we expect ESG (E, S, G) to have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Using a sample of Korea
listed firms from 2011 to 2020, and the sample was collected the ESG and/or E, S, G grade (e.g.,
A＋, A, B＋, B, C, D) evalua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Following
Kim et al. (2016) is the firm－specific score developed by Schrand and Zechman (2012), our
measure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MOC, takes the value of one if the firm meets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five criteria and zero otherwise. We use four short－term measures of tax
avoidance (e.g., Desai and Dharmapala (2016) compute a measure of abnormal BTD by regressing
total book－tax differences (hereafter BTD) on total accruals, BTD, Cash effective tax rate (ETR),
and GAAP ETR) for a given year.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overconfident manager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behaviors when tax avoidance is mainly measured as BTD line (i.e.,
abnormal BTD, BTD) than ETR line (i.e., Cash ETR, GAAP ETR). Second,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ESG grad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ax avoidance. Moreover, by
dividing the three different factors of ESG, E (environmental) and G (corporate governance) has
the positive impact on tax avoidance, respectively. But these results depending on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i.e., BTD line vs. ETR line) differs. Third, we do not find that high－grade ESG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Merely, by dividing the three factors of ESG,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G (corporate
governance) grade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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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ax avoidance in comparison to E (environmental) and S (social) when BTD line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Lastly, in additional analysis, we do not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foreign ownership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ESG (E, S, G) and
tax avoidance in terms of the positive combined effect of ESG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 sum, there is a clear global trend of increased sustainability reporting, recently. In the capital
market recognizes the increasingly critical importance of transparent, accurate and comparable
ESG data for the financial industry. Thus, ESG performance as a positive image for external
information users such as investors, regulatory authority, and policymakers interest in ESG activity
grew rapidly, and also known as sustainability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we investigates
whether a positive effect of ESG affects relatively low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in terms
of direct effect, moderating effect, and combined effect. However, taken as a whole, we fail to
find evidenc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ESG and tax avoidance. Our study provide a
con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s an indicator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behavior, we extending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ESG regarding direct effect,
moderating effect, and combined effect contexts. Our findings also could be useful for participants
of the capital market (e.g., investors, regulatory authority, and policymakers etc.). Further, our
results provide additional and novel evidence that both overconfident CEOs and G (corporate
governance) in the ESG as interactive aspects play significant roles in determining companies’ tax
avoidance behavior.
<Key words> ESG, Tax avoidance, Managerial overconfidence,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Direst
effect, Moderating effect, Combine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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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4년 이후로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3.5%)보
다 한창 낮아지다 보니, 배우자등으로부터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을 입증하는 문
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추정규정을 동
전의 앞뒤처럼 규정하면서도 그 입증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이 다툼이 해결되기보
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서의 채무 불인수 추정과 관련한 국세의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았다. 국세에서는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양
도로 보는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33－2
제4호), 본 규정을 답습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는 유상취득의 입증방법으로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자의 소득
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주택의 취득세가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
득 3.5%와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12%까지 세부담의 차이가 나는 상황
에서 배우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유상거래의 판단은 사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과 동
시에, 증여추정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차용한 지방세법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배우자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로 명시하고, 승계한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지 않는 등 종국적으로 유상취득세율(1－3%)의 부당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적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연동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에 증여세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길을 입법적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택, 취득세, 무상취득, 유상취득,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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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고 있다. 납세자가 일정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양도자에게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추정 시 양도소득세 또
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있어서도 그 취급이 달라진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증여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
자가 일정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양도에 따른 유상취득이,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전
환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소득세법상 유상이전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
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가 발생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인수를 추정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일정한 입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채무인수라는 유상성이 사라지고 전부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도 채무불인수가 추정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일정한 입
증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채무인수에 따른 유상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만
인정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담이 다르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따른 각각의 취득세 부담의 격차가 경우에 따라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가 유상인지 또는 무상인지에 대한 다
툼이 지방세 행정심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1974년에 신설되
어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몇 차례 다툼이 있은 뒤,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불인수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1981년에 신설되어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1992년 위헌판결을 거친 뒤,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추정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지방세법에 도입한 것이 2014
년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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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하고, 부담부증여로 취득 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 그런데 이 당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
를 도모하고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하였다. 종전 주택
의 취득세율 4%를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로 인하한 것이다. 유상취득의 경우가 무상취득세율인 3.5%보
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 취득이 유상
이냐, 무상이냐가 세부담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거래하면서 전세보증금 등 기존의 채무를 승계한 것을 유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새로운 전세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한 것을 유상
거래의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채무불인수 추정이 도입되
면서 주택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수 여부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양도 시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소득금액 등으로
인수하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입증해야만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국세와 지방세의 추정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지방세법
제7조)을 똑같이 규정하면서도 그 입증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Ⅱ)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채무불인수 추정에 대한 국세
와 지방세의 취급과 입증방법, 그 개정 연혁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초점
을 맞추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각각의 경우 취득세의 취급에 대해 정리한 뒤, (Ⅳ)에서 직계존
비속의 주택 취득세를 중심으로 채무불인수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
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논문, 판례 및 심판례, 법령 등을 참조하였다. 특히 사례분석과
관련해서는ⅰ)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기존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한 경
우에 쟁점 전세보증금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전형적인 사례, ⅱ) 2017년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이 들어오기 전 부담부 증여 시 쟁점 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하여 유상성을 판단한 사례, ⅲ) 2017년 말 이후 추가적으로 취득자의 소득
금액 또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능력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소득
금액 등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무상취득으로 본 사례, ⅳ)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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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매도자
가 전세입자로서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
는 경우에 쟁점 전세보증금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최근 논의가 특히 되는 사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련된 부분에서 소개하고 분석한다.

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채무불인수 추정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취급과 입증방법 등 개정 연혁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시 증여추정
가. 의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예를 들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등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자 유상양도를 가장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고2) 추정규정이라는 형식을 빌어 과세관청의 증여세 처분의 입증책
임을 완화3)하는 동시에 납세자에게 반증의 여지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나. 입증방법
일반적으로 추정은 입증을 통해 번복될 수 있고,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의 증여추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아니한다.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2) 박훈․채현석․허원, ｢상속․증여세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20, p.1029.
3)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조세법연구｣ 16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10.04,
p.199.
4) 박훈, “금융재산 관련 증여추정규정의 체계 정립 및 입증에 대한 소고”, ｢조세와법｣ 7권 2호, 서울시립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2, p.67.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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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법률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
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시행령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시 채무불인수 추정
일반적인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양도가 인정되려면 배우자 등으로부
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가가 교환거래이거나, 혹은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 증명되거나, 상속 및 수증재산가액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가의 원천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의 양도 시 채
무를 승계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갭투자라고 하여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거나,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이러한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채무승계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3자와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매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이러한
거래를 세무상 부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시 이러
한 임차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 것이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 별도의 소득금액 등의 입증이 요
구되는 것인가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인수한 채무가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
항에서 일단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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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
여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따라가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6)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
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면 되고, ② 이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면 되기 때문이다.7) 즉 진실한 채무승계이기만 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가 성립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4－33－2 제4항8)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
증방법 외에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의 부담사실이 명백하기만 하면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법상
대가 관계 및 자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 소득금액 등의 입증을 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1974년에 (구)상
속세법에 신설9)되어 입증의 방법과 관련하여 몇 차례 다툼이 있은 뒤,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4－33－2【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
우】증여추정 배제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를 말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되었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④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9) 처음에는 증여의제의 형태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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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애초 신설될 때부터 입증의 방법에는 경매, 파산, 공매의 경우가 있었고 1982년 시행령에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10) 이 때까지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만 증여의제가 배제될 수 있었는데 반대급부를 지급했음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
서는 배우자등 양도라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1)과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2)로 1992년 말 시행령 개정13)으로 현재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
이다. 굳이 개정 연혁을 나열하는 이유는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입증의 방법은 언젠가는
다툼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시
증여추정
가. 의의
지방세법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소득금액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취득을 입증하려면 대가
의 지급과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입증방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 입증의 범위가
전술한 국세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과 같이 ① 공매(경매
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
득한 경우,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③ (대통령령 제10979호)
11) 대법원90누6002, 1990.09.28
12) 대법원90누7012, 1991.02.26
13)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③ (대통령령 제13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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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
득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신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개정)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
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
증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불인수 추정
지방세법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취득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려면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가가 교환거래이거나, 혹은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증명되거나, 상속 및 수증재산가액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가의 원천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등, 특히 주택
취득 시 채무가 승계되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갭투자로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
무가 있거나,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등이 있다면 이러한 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하고 취득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채무승계액은 공제하
고 지급하게 된다. 제3자와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매매방식이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이러
한 임차보증금 등 채무를 승계한 것이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득금액 등의 입
증이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 운용예규 어디에도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증여추정의 입증방법이 거의 같음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의 대한 취급이 지방세법에는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행정해석과 조세심판례에 의해서 판단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국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단 대가의 지
급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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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 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1, 2016.9.1.)이라고 유권해석하
고 있어 채무승계 사실은 대금지급 사실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권해석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
이기 때문에 조세심판례에서도 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능력의 자
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소득금액 등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다.
•조심2019지3871 인용
청구인은 2019.7.23. ○○○2019.7.25. ○○○을 각각 계좌이체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19.9.30.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19.9.30. 계약금 ○○○2019.10.10. 잔금 ○○○각각
지급받은 뒤 2019.10.1. ○○○2019.10.11. ○○○각각 계좌이체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매매
대금 ○○○전액을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6년 두 건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양도한 사실이 있
고, 해당 부동산 양도 당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보험자산(해지환급금) 합계 ○○○존재한 것
으로 확인되는 등 일정 수준의 재산상태가 확인되어, 청구인의 연령,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20지0399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 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
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년도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원 내외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 ○○○원은 이 건 주택의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으로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 일대의 주택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때 이
를 실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 시 제7조 제1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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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4호의 경우 대가지급만 명시)했다가 2015년말 개정하
여 4호에 대가지급 사실과 소득금액 등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014년초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개정)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15.

2015년말 개정

12. 29. 신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
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상 쟁점
가. 의의
소득세법은 양도의 정의에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
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
우에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와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공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15)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
15) 윤현경․박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37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20.09,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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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6)

나. 입증방법과 채무불인수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와 증여추정에 따른 채무불인수 추정에 대한 입증방
법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
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면 되고, ② 이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면 된다. 즉 진실한 채무승계이기만 하면 부담
부 증여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채무를 인수
한 것이 인정되어 양도가 성립한다.

다.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 채무불인수 추정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1981년 12월 31일 (구)상속세법 개정 시 법 “제29조의4”를 “제29조의4(증여세 과
세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부담부증여 조항이 신설되었다(법률 제3474호).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
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초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 채무가 인정되려면 채무변제 능력
이 입증되어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17) 또는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17) 1981년 12월 31일 (구)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시 영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대통령령 제
10667조). 제40조의 5 (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396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로 한정하였으니 금융기관 등 외의 채무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았
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은 1993년 12월 31일 (구)상속세법 개정 시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에 이
르렀다(법률 제4662호).
(구)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4805]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 12. 31. 단서개정).

법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 채무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채무변제 능력의 입증책임이 사라졌고, 공제대상 채무의 범위도 상속세 계산 시 공제18)되는 일
반채무19)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생긴 계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상속세법
제29조4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1992.2.25.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1992. 2. 25. 90헌가69, 91헌가

5, 90헌바3(병합) 全員裁判部)되면서 이뤄졌다.20) 이 때 채무인수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
었고 채무의 범위도 진실한 채무승계이기만 하면 사적 채무도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기에 이
르렀다.

관 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10의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
한 보험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8)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19) (구)상속세법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20) “상속세법(相續稅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실지조사(實地調査)와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을 피하
고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을 강구한 나머지 조세형평(租稅衡平)이나 국민의 기본권(基本權) 보장
(保障)은 도외시한 채 오직 조세행정(租稅行政)의 편의만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매우 불합리한 법률
이고 기본권(基本權) 경시(輕視)와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및 획일주의(劃一主義) 정도가 지나쳐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平等權),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財産權),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
구권(裁判請求權)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그럼으
로써 헌법(憲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되는 위헌법률(違憲法律)이다”
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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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취득세
가. 의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
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
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불인수를 추정한다.21)

나. 입증방법
2017년 12월에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
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신설되면서 부담부 증여의 채무불인수가 배제되려면 대가의 지급과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동시
에 요청된다고 해석되고 있다.22)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불인수 추정
현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취득이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려면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가가 교환거래이거나, 혹은 신고한 소득금
액으로 증명되거나, 상속 및 수증재산가액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
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가의 원천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시 채무
를 승계한 것이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득금액 등의 입증이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 집행기준 어디에도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증여추정의 입증방법이 거의 같음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의 대한 취급이 지방세법에는 명문화되지 아니하여 행정해석과 조세심판례에 의해서 판단
되고 있는데 국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단 대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개정 지방세법

21)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22) 서울행정법원 2019.7.12. 선고 2018구합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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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령 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1, 2016.9.1.)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어 채무승계 사실
은 대금지급 사실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권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처럼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조세심판례에서 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하여 판단했던 반
면, 2017년 말 이후 추가적으로 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능력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소득금액 등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무상취득으로 보
고 있다.
1. 조심2014지0178 인용(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
2. 조심2015지0553 인용(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
2017년말 개정 전

3. 조심2016지1216 기각(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 미입증)
4. 조심2017지0923 기각(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승계 미입증)
5. 조심2018지0015 인용(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
6. 조심2018지0692 기각(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승계 미입증)
1. 조심2018지0701 기각(부담부 증여 시 소득금액 미입증)
2. 조심2018지2258 기각(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승계 미입증)

2017년말 개정 후

3. 조심2019지0243 기각(부담부 증여 시 쟁점채무의 승계 미입증)
4. 조심2019지1663 기각(부담부 증여 시 소득금액 미입증)
5. 조심2021지0734 재조사(부담부 증여 시 소득금액 재조사)

라.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
2014년 1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같이 신설되었
다. 이 당시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한 조항은 별도로 없었다. 그러
나 2017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부담부 증여의 단서가 신설되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입증하여
야 유상취득이 입증된다는 해석논리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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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따른 주택 취득세의 취급
1. 주택의 취득 유형별 취득세 일반세율
가. 개요
주택의 취득세율은 신축했는지, 매매했는지, 증여했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즉, 주택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또는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등 취득의 유
형에 따라 취득세율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주택의 취득유형별 취득세 일반세
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3)
구 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세율

건물 원시취득, 상속주택

2.8%

0.16%

0.2%

3.16%

토지(건물철거 후 또는 나대지 취득)

4.0%

0.4%

0.2%

4.6%

일반납세자

3.5%

0.3%

0.2%

4.0%

비영리사업자

2.8%

0.16%

0.2%

3.16%

0.1%

－

1.1%

0.1%

0.2%

1.3%

0.1－0.3%

－

1.1－3.3%

0.1－0.3%

0.2%

1.3－3.5%

0.3%

－

3.3%

0.3%

0.2%

3.5%

무상취득

6억 이하

유상거래

85㎡ 이하
85㎡ 초과

6억 초과

85㎡ 이하

9억 이하

85㎡ 초과

9억 초과

85㎡ 이하
85㎡ 초과

1%
1－3%
3%

나. 다양한 취득세율의 원인과 취득유형별 적용방법
이처럼 다양하게 취득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2011년부터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통합
되면서 단순히 (구)취득세와 (구)등록세의 세율을 합하여 현행 취득세율을 정했기 때문이다.24)
이는 납세자의 부담수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그리한 것인데 (구)취득세율이 취득유
형과 관계없이 2%였던 반면 (구)등록세율은 소유권 보존․이전 등 등기원인에 따라 세율이 각
23) 천명철․권수․장보원,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p.275
24) 지방세법 2010. 03. 31.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 2011. 01. 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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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달랐기 때문에 현행 취득세율도 결과적으로 등기원인 또는 취득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
해진 것이다.
먼저 전 소유자가 없는 원시취득으로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율은 2.8%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이 되기 위해 종전 소유자로부터 입주권(대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토지부분은 승계취득
으로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점에서 그 건물부분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유상
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인 취득세율은 4%이지만, 주택의 유상거래
에 해당하면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일반적으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020.8.12.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
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12%로 중과세된다. 끝으로 주
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원칙적 취득세율은 2.8%이나 1가구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세
율특례가 적용되어 0.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주택의 취득세율 개정 연혁
가.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
매매 등의 사유로 주택을 전 소유자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인 취득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4%의 세율이였다. 그러나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지방
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을 개정하여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종전

4%에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로 인하하고 그 적용시기는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하였다.26) 그리고 이
때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세율을 종전 5%에서

11%로 인상하였다.27)

25) 1가구 1주택으로 상속취득인 경우 구 취득세(2%)가 비과세되고 상속에 따른 구 등록세(0.8%)만 부담
하는 것이다.
26)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부칙 제2조
27)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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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9년말 지방세법 개정
그런데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일률적으로 2% 세율
을 적용받다보니 6억 원 내외의 주택과 9억 원 내외의 주택 구간에서 급격한 세부담을 증감이
발생하는 문제,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2. 31.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비례하도록 조정하였다. 다만, 2020. 1. 1.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2020. 1. 1.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
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2% 세율을 적용하게 하였다.28)
한편 2020.1.1.부터 유상거래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세분화(1－3%)와 함께 아울러 1세
대 4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4%)를
적용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29)

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
그러나 2020.8.12.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신설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자에 대한 일반세율(4%) 적용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에
대한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020.1.1.부터 2020.8.11.까지에 한정된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
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규정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
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을 최대 12%까지 상향하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하되,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30)
이 때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에도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었다. 서민 주거안정 도모 및 투기수
요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7.10.)과 관련한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28)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4조
29)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 제11조 제4항 제2호. 다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19.12.4. 전에(‘19.12.3.까지만 포함)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
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
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부칙 제5조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
30) 이러한 주택 취득세 세율의 상향은 정부의 2020년 6월 17일 뺷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뺸, 7월
10일에 뺷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뺸 발표 등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요인 차단 등 기존 대책의 후속 조
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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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다. 즉,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최고 세율과 같은 12%로 중과하는 것이다. 종전 주택
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인 경우 12%로 인상된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소
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3.5%의 취득세율이 적
용된다.

라. 주택 취득세율의 개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3%)이 무상취득세율(3.5%)보다 낮아
지게 되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에 필요한 소득금액
증명 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20년 7월 10일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
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
상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하였고, 다주택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택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
우 취득세를 법인 및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과 같은 12%로 중과하게 되었다.
결국 주택의 취득세가 1세대 1주택자는 유상 1－3%, 무상 3.5%의 세율 적용을 받지만, 다주
택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로 무상취득하게 되면 12%까지 중과세되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간 주택 거래 시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31) 따라
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의 여부가 행정쟁송
의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다.

3.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상 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의 취
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상대적
으로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또는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주택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세되니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중요하다.
31) 김상훈,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쟁점”, ｢지방세논집｣ 7권 3호, 한국지방세학회, 2020.12,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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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일단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32) 다만, 그 기재의 범위에는 ｢건
축법｣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
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있어 일부 무허가
주택도 포함한다.33)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상의 주택이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주택 취
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라 할 것이다.

4. 주요국의 부동산 취득세와 쟁점과의 관계
가. 개요
우리나라의 취득세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통상 일본과 독일의 입법례를 든다.34) 다
만 쟁점과 관련하여 부동산(특히 주택) 취득세가 매매와 증여에 따라 다른지와 배우자등의 부
동산(특히 주택) 취득 시 그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등에 국한하여 다뤄보
고자 한다.

나. 일본
일본의 취득세는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부현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취득세와는 달리 부동산(토지와 가옥)에 한하여 취득유형에 관계없이35) 다음과 같이 취
32) 정혜윤․박훈, “부동산 관련 세제상 보유주택 수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8권 2호,
한국지방세학회, 2021.08, p.26
3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본문
34) 주요국의 부동산취득세는 정지선,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취득세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12, p.355 이하 참조；일본의 부동산취득세는
국중호, ｢일본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191 이하 참조；독일의 부동산취득세는
이동식, ｢독일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68 이하 참조
35)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2；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최용원․박성욱․김용기, “취득세 과세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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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를 과세36)하고 있으며37), 이와 별도로 국세인 등록면허세(등기유형별로 다름, 매매와 증여
의 경우 2%)를 과세38)하고 있다.
주택
(부수 토지 포함)

취득일
헤이세이 20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6년 3월 31일까지

고정자산평가액(일정공제 등

(2008.4.1.－2024.3.31.)

반영)의 3%39)

주택 외

고정자산평가액의 4%40)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가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매우 다른 상황은 일본
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과 같은 배우자등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추정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편 일본도 배우자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간주증여로
보거나41)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유상양도의 대가로 해석할 국세 규정42)은 있지만,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부담부증여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할 필요도, 세부담의 차이
도 없다.

다. 독일
독일의 취득세는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취
득세와는 달리 일정한 부동산43)의 취득에 한하여 공증된 매입가액에 연방 주별로 3.5%－6.5%
의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44) 그런데 상속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
득세를 과세면제하고45)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6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9.12 참조
36) https://www.tax.metro.tokyo.lg.jp/shitsumon/tozei/index_f.html#q05 (도세：부동산취득세；도세 Q&A；
도쿄도 主稅局) (2021.9.22. 방문)
37) 다만 상속취득은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로 한다(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7 제1호)
38) 일본 등록면허세법 제2조
39) 일본 지방세법 부칙 제11조의2 제1항
40) 일본 지방세법 제73조의15
41) 일본 상속세법 제9조
42) 일본 소득세법 제33조, 제36조 제1항, 일본 상속세법기본통달 21의 2－4(부담부증여의 과세가격)
43) 독일 부동산취득세법(GrEStG) 제2조
44)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0146 (2021.9.22. 방문) 참조
45)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제3조 제2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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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를 과세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6)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가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매우 다른 상황은 독일
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특히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과세면제되기 때문
에 부동산취득세를 다룰 필요가 없다. 한편 독일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투기세

(Spekulationssteuer)가 부과된다.47) 증여세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48)하면서 부담부증여와
유사한 혼합증여(Gemischte Schenkung)와 조건부증여(Schenkung unter Auflage)를 다루고 있고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도 부담부(조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조건의 가치)에는 부동산취
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49)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세에 있어서 배우자 등의 부담부증여는
애초부터 과세면제이므로 다룰 필요가 없다.

Ⅳ. 직계존비속의 주택 취득세를 중심으로 채무불인수추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계존비속의 주택 취득세를 중심으로 채무불인수추정 사례
가. 다툼의 유형
처분청과 납세자 간에 쟁송이 된 사례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서 3가지 유형은
모두 다뤘다. 제일 먼저 다뤘던 것과 같이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기존의 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쟁점 전세보증금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전형적인 사례

(조세심판례에서 취득자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능력의 자력이 있는 경
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소득금액 등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무상취득으로 본 보고 조심2019
지3871 인용사례, 조심2020지0399 기각 사례)와 2017년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담부 증
여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이 들어옴에 따라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조세심판례에서 부담부 증
여 시 쟁점채무의 존재와 승계만 확인하여 판단했던 반면, 2017년 말 후로 그 외로 취득자의 소

46)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제3조 제4호, 제6호
47) 독일 소득세법(EStG) 제23조
48) 독일 상속세및증여세법(ErbStG) 제7조 제4호
49)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제3조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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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금액 또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채무변제능력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소
득금액 등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무상취득으로 보고 본 사례가 있었다.
끝으로 다뤄볼 사례는 사실상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조세심판례를 산출한
예이기도 한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
여 매매대금(예를 들어 8억 원)의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매도자가 전세입자로서 지급할
전세보증금(예를 들어 6억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매수인이 대가(실제 대금지급
은 2억 원)를 지급하는 경우에 쟁점 전세보증금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로 현재에도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 주택 매매 시 전세보증금 등을 설정하는 것은 대급지급이라고 볼 수
없어(지방세운영과－279, 2017.08.30.)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
툼이 조세심판례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십수 건에 달한다.

나. 사례 검토
(1) 사실관계50)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청구인의 어머니 김○숙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를 김○숙에게 전세보증금 ***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김○숙에게 지급해
야 할 매매대금 잔금과 지급받아야할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
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7.12.18.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증여의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2.14.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 취득세율이 아닌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6. 이를 거부
하였다.

(2) 쟁점 사항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
부한 처분의 당부
50) 조심2018지0935(20181205)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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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들이 직계존속인 김○숙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청구인들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
였다고 하나, 쟁점전세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김○숙의 계좌로 입금한 ○○○ 이외에는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
擔附)”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에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행정안
전부 지방세운영－27951), 2017.8.30.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세심판 결정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취득과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로 그 특성상 임대보증금 부분은 매매 당
51)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경우에는 증여로 취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그 대가
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
득자의 소득증명 등과 함께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것(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2016.1.5.) 및 지방세운영과－2291(2016.9.1.)) 임.
○ 해당 질의 건의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전세보증금 부분에 대
해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서 증여거래 시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인 경우에는 부담부 부분을 유상
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거래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이후라야
소유자의 지위에서 비로소 전세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증여자의 기존 채무를 인수
하는 부담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취득자의 소득증명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사실 또는 채무승계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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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차후 임대차관계가 종료 시 관련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
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거래 당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
으로 실제 유상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위 법 조문의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간
거래에서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를 감안하여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적실성 여부, 확
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여부, 제세공과금 신고의 적실성 여부, 임대보증금 반환 가능한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인용결정을 하였다.52)

(5) 결정에 대한 분석
이와 같은 사례는 매매대금이 쟁점전세보증금과 상계되어 그 부분의 실제 지급이 없는 것을
터잡아 처분청이 실제 지급을 부인하고 무상취득으로 과세한 사례이다. 조세심판원은 제3자로
부터 승계한 채무이거나, 직계존비속 간 설정한 채무이거나 관계없이 대가의 지급으로 본 것으
로 사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 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변제의 자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한결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후 대가 지급이 되는 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채무면제의 자력으로 기각과 인용을 결정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심2018지0935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2. 조심2019지1669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3. 조심2019지2524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재산상태 등 입증)
인용사건

4. 조심2019지3529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5. 조심2019지3748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재산상태 등 입증)
6. 조심2020지0041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7. 조심2020지0048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8. 조심2020지0324 인용 (쟁점채무의 존재와 소득금액 등 입증)
1. 조심2018지1133 기각 (쟁점채무의 존재 미입증)
2. 조심2019지2053 기각 (소득금액 등 미입증)

기각사건

3. 조심2019지3740 기각 (쟁점채무의 존재 미입증)
4. 조심2020지0623 일부인용 (소득금액 등 미입증, 며느리는 인용)
5. 조심2020지3670 기각 (쟁점채무의 존배 미입증)

52) 조심2018지0935(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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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현행 지방세법의 문제점
상당수의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의 양도 시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소득금액으로 채무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여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담부 증여 시 소득금액 등으로 인수하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입증해야만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으로 과세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실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갭투자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은 향후 주택의 매매 시 정산해 주거나 할
일이지, 갭투자가 유상취득이냐 아니냐에 투자 당시의 소득금액이 채무인수 변제의 자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에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행위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채무인수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면 추후 채무인
수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무상취득에 부합함에도 부당하게 유상취득
의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인수 변제는 취득세의
사후관리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주택 취득 시에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인수 변제능력을
증명했다고 해서 추후 채무인수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반대의 경우로써
주택 취득 시에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인수 변제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실제 변제
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사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기각 사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채무의 존재와 승계는 인정하지만 변
제자력을 입증할만한 소득금액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와 증
여를 통해 이미 채무인수액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나. 개선방안
조세는 실질과세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같은 증여추정의 입증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이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 명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53)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53) 마정화․소준영, ｢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1세대의 취득과 가족 간 부담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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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개정안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개정)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

이 증명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
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015. 12. 29.

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설)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

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2015. 12. 29.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라. 배우자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

실이 입증되는 경우 (2015. 12. 29. 신설)

를 지급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대통
령령이 정하는 채무”는 배우자등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
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
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
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여를 중심으로－｣, 정책과제 2020－4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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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수를 소득금액 증명 없이 인정하자고
견해도 있다.54) 그런데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과 제11항의 관계로 볼 때 제11항만 위와 같이
수정하면 될 것이다. 결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 취득에 있어서 채무 인수는 그
채무의 존재와 승계라는 객관적 증명만을 요구하고,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의 증명까지 요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주택과 관련한 채무를 승계한 배우자등이 승계한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채
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변제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유상취
득세율(1－3%)의 부당한 혜택을 본 결과가 되고, 이런 행태가 변칙적인 배우자등과의 주택 거
래를 양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에 따
라 채무가 면제되어 증여세를 부과되는 사후적 상황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에 사후
관리 조항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개정안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① 생략

① (동일)

② 생략

② (동일)

③ 생략

③ (동일)

④ 생략

④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제라목에

⑤ 생략

따라 배우자등이 승계한 채무를 사후에

⑥ 생략

면제하거나 제3자가 변제하는 등 배우자
등이 실제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3조의2 제2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⑤ 종전 ④항 항번 변경
⑥ 종전 ⑤항 항번 변경
⑦ 종전 ⑥항 항번 변경

54) 김태호,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 필요｣, TIP(TAX ISSUE PAPER) 제3호, 한국지방세연
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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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은 배우자등의 승계한 채무를 면제

<신설>

하거나 제3자가 변제하는 등 배우자등이 실
제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로써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8조 또는 제76조에 의해 신고 또
는 결정․경정하는 날로 한다.

Ⅴ. 결 어
2014년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과 유사한 규정이 지
방세법에 도입되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를 증여취득으로 추
정하고. 2017년 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등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도 채무불인수를 추정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2014년 이후로 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3.5%)
보다 한창 낮아지다 보니, 배우자등으로부터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 유상취득을 입증하
는 문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추정
규정을 동전의 앞뒤처럼 규정하면서도 그 입증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다보니 이 다툼이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
정에서의 채무 불인수 추정과 관련한 국세의 입증방법과 관련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았다. 국세
에서는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대가가 수반되
는 유상양도로 보는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
칙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제4호), 본 규정을
답습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는 유상취득의 입증방법으로 배우자 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
백하고 동 채무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불인수 추정규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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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증여세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배우자 등의 채무불인수를 추정하지만 채무 인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양도로 보는 반면, 2017년
말 본 규정을 답습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는 제11항의 입증방법을 준용하다 보니, 채무
인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직계존비속 간 주택을 양도하면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의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는 매도자가 전세입자로서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
하는 형식으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대가의 지급이 맞는지, 맞다면 소득금액 등으로
채무변제자력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본 결과, 진실한 채무인 경우에는 대가
의 지급은 맞지만, 채무 인수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취득자의 소득금액 등의 증명이 추가로
수반되어야만 유상취득이 되는 것으로 해석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택의 취득세가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
상취득 3.5%와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유상취득 1－3%, 무상취득 12%까지 세부담의 차이가 나
는 상황에서 배우자등에게 취득한 주택의 유상거래의 판단은 사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과 동시에, 증여추정이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차용한 지방세법이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의 해석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세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배우자등의 채무 부담사실이 명백하고 동 채무
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로 명시하고,
승계한 채무를 사후에 변제하지 않는 등 종국적으로 유상취득세율(1－3%)의 부당한 혜택을 보
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적인 채무면제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연동하여 취득세 신
고납부 규정에 증여세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규정을 마련하는 길을 입법적 해결
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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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된 상황
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효과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세수의 용처가 불명확성하고, 과세기준의 변동성이 심하며. 세제의 속성의
모호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문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
째,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 연계방안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미국의 LIHTC
프로그램과 같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용처
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함으로써 조세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예측가능
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
한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감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시가와 연동된 과세표준
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법적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셋째, 종합부
동산세의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인하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넷째, 미실현 이익 과세 보완 방안이다. 이는 고령은퇴자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조세지불
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를 부동산 양도 시까지 이연해주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용처의 불명확성, 과세기준의 변동성 심화,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
미달성,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다양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
선방안을 모색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순응, 보유세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ysk4u@ssu.ac.kr, 주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rhc0401@ss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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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된 상황이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
등하여, 2020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적정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대
립하고 있다. 2021년 2월 10일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
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송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1) 국세청 보도자료(2020. 11. 25.자)에 따르면, 2020
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74만4천 명이고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9천
명(＋25.0%)과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다. 게다가 세부담이 강화된 2021년분 종합부동
세는 더욱 많은 인원에게 더욱 큰 금액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목
적을 달성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개
발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 세금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이하 LIHTC)’를 종합부동산세와 병행하는 조세정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종합부동산
세는 세금강화를 통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조세정책이지만, LIHTC는 세금감면
을 통하여 공급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조세정책이다. 단순하게 수요억제 조세정책만으로
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LIHTC와 같은 공급증대 조세정책을 병행하여 저소득
측의 주거안정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세금증대와 LIHTC
를 통한 세금감면이 상쇄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용처의 불명확성, 과세기준의 변동성 심화,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함,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현황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 종합부동산세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 결론을 기술한다.

1) 한국경제 2021. 2. 10.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08979i, 검색일자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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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종합부동산세 개요
가. 종합부동산세 연혁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부
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실시하였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
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종합토지세는 폐지되었다. 또한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
식이 토지․건물 통합과세로 전환되었다(한재명․김민정 2021, 81).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
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제도이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보유부동산에 대해 1차로 시․군․구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차로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었다.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어려운 지
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
세이고 일정한 고액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물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5년 12월 31일 정부는 여러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과세 방법을 기존의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
식으로 전환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하
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첫째,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
산’으로 규정한 부분이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므로 헌
법에 위반되고, 둘째, 주택분 종부세 부분은 주거 목적으로 1주택만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민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세법은 2008년 12월 26일 과세 방법을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
하며,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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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이후 약 10여 년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적인 부분은 전반적으
로 완화되었으나, 주택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등과 함께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는 저금리
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어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가격을 안정하기 위
한 제도․금융․세제 개편 정책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대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책을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세
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여 세부담을 강화하는 세제를 개편하여 투기수요를 방지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 및 서민의 주택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금융․맞춤형 공급대책이다.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
고, 청년․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세제혜택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이 도입되었다. 셋째 주
택 공급정책이다. 정부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13.2만호＋α를 추가 공급하여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하여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2월 4일에는 공공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고,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세법은 2008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개정 없이 내용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년 12월 31일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0년 8월 18
일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고,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다만, 2021년 9월 14일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여 1세대 1주택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의 연혁은 다음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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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합부동산세 연혁
연월일

목적
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2005.
1. 5.

제정

의 형평성 제고
②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
③ 지방재정 균형발전
④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

2005.
12. 31.

부동산 시장 안정

주요 내용
① 시․군․구에서 1단계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기존 종합토지세
(지방세)를 폐지하고 전국 합산 기능을 국세로 이관하여 일정

기준(공시가격 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6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보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한 후 누진세율(최고세율 주택 3%, 종합합산토지 4%, 별
도합산토지 1.6%)을 적용하여 2단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②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50%
① 기존 ‘인별 합산’ 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
② 과세기준 금액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① 과세방법을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토지 과세기
준금액 완화

2008.

헌법재판소 2008. 11. 13. 위헌 판 ②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고, 1세

12. 26. 결을 반영하여 과세 완화

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기본공제를 통해 9억 원으로
공제금액 상향
③ 종부세율 인하(최고세율 3% → 2%)
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2018년 80%에서 매년 5%씩 단계적
으로 인상하여 2022년 이후 100%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
② 종부세율 인상(주택：최고세율 2% → 3.2%,
종합합산토지：2% → 3%)
③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이하：최저 0.5%～최고 2.7%

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최저 0.6%～최고 3.2%

과세형평 제고를 통해 부동산 ④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2018.

②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

12. 3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 배제
③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

㉠ 2주택 이하：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 3주택 이상：300%
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15년 이상 50%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한도 70% 신설
⑥ 조정대상지역 내 개인이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 제외(법인 임대주택은 가능)
⑦ 주택 수 계산방법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또는 지분 상당 공
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 다가구 주택은 1개로 봄(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하므로 각
각 1호임)
㉢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
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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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종합부동산세 연혁 (계속)
연월일

목적

주요 내용
① 종부세율 추가 인상(최고세율 3.2% → 6%)
②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 2주택 이하：최저 0.6%～최고 3.0%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최저 1.2%～최고 6.0%

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②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③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2020.
8. 18.

강화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④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⑤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③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개인과 구분)
㉠ 2주택 이하：3%, ㉡ 3주택 이상：6%(단일 비례세율)
④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300%, ㉢ 법인：세부담 상한 폐지
⑤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⑥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인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율 10% 인상
㉡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 인상(70% → 80%)
⑦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부부 공동 명
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세
부담 가능
⑧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

2021.
9. 14.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출처：저자 정리

나.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탁재산(신탁주택․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위탁
자에게 있다.

(2)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이다. 이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정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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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 재산세 부과시 고세율 또는 저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부
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3)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①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개인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11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1)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6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1)

법인2)
종합합산과세
토지

대상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법인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공정시장가액비율1)
(인별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5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1)
(인별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80억 원)×공정시장가액비율1)

주：1)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2년 100%가 됨
2) 2021년부터 신설 법인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은 6억원을 공제하지 않음
출처：저자 정리

(4) 합산배제 주택
일정한 임대주택․다가구임대주택․종업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
하고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용어린이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
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합산배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5) 세율과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액이 계산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최소 20%에서 최대 40%
까지의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최소 20%에서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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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합
하여 최대 8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표 3>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1)

개인

법인

2주택 이하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3억원 이하

0.6%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

5%

3%

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2주택 이하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3%

6%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0.6%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주：1) 법인은 단일세율임
출처：저자 정리

(6) 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재산의 경우 재
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
계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과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
체는 그렇지 않다. 먼저 주택분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는 15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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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00%가 세부담 상한이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50%가
세부담 상한이다.

(7)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이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의 납세지이며,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이다.

(8) 신고납부 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확정 방법은 2007년까지 신고납세제도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정
부부과제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
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납부기간)까지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과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9)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
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 현황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현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15년의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
원은 283,064명이고 세액은 1조4천7십8억3천7백만 원이었으나,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2019년
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592,008명이고 세액은 3조7십1억9천5백만 원이었다. 특히 2019년
의 전체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율이 60.2%로 나타나 세부담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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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연도
구분

2015
인원

2016
세액

인원

2017
세액

인원

(단위：명, 백만원, %)
2018

세액

인원

2019
세액

인원

세액

전체

283,064 1,407,837 335,591 1,529,790 397,066 1,686,464 463,527 1,877,260 592,008 3,007,195
(12.3)
(8.5)
(18.6)
(8.7)
(18.3)
(10.2)
(16.7)
(11.3)
(27.7)
(60.2)

서울

146,357
(10.7)

869,816
(4.3)

168,436
(15.1)

952,324
(9.5)

200,990 1,035,247 238,481 1,120,828 313,497 1,774,705
(19.3)
(8.7)
(18.7)
(8.3)
(31.5)
(58.3)

인천

8,125
(18.6)

44,149
(22.0)

9,496
(16.9)

40,468
(－8.3)

10,636
(12.0)

47,446
(17.2)

12,321
(15.8)

56,485
(19.1)

14,244
(15.6)

87,162
(54.3)

경기

69,470
(9.1)

203,781
(－7.4)

82,300
(18.5)

217,385
(6.7)

93,982
(14.2)

244,124
(12.3)

106,325
(13.1)

273,300
(12.0)

138,438
(30.2)

464,852
(70.1)

강원

3,393
(15.8)

16,525
(30.9)

3,937
(16.0)

19,419
(17.5)

4,526
(15.0)

20,379
(4.9)

5,346
(18.1)

22,335
(9.6)

6,548
(22.5)

35,701
(59.8)

대전

4,403
(12.6)

35,741
(5.9)

4,945
(12.3)

35,910
(0.5)

5,532
(11.9)

37,833
(5.4)

6,493
(17.4)

66,286
(75.2)

8,469
(30.4)

103,079
(55.5)

충북

2,872
(13.9)

9,162
(1.1)

3,434
(19.6)

8,842
(－3.5)

3,838
(11.8)

10,388
(17.5)

4,327
(12.7)

11,021
(6.1)

5,144
(18.9)

18,283
(65.9)

충남

5,418
(12.9)

18,518
(12.0)

6,041
(11.5)

19,011
(2.7)

6,919
(14.5)

19,971
(5.0)

7,733
(11.8)

23,318
(16.8)

8,981
(16.1)

37,762
(61.9)

세종

721
(60.6)

869
(78.4)

1,000
(38.7)

1,405
(61.7)

1,456
(45.6)

2,287
(62.8)

2,124
(45.9)

3,705
(62.0)

3,224
(51.8)

6,548
(76.7)

광주

2,703
(15.5)

10,583
(15.4)

3,545
(31.2)

9,237
(－12.7)

4,011
(13.1)

9,649
(4.5)

4,649
(15.9)

10,582
(9.7)

7,108
(52.9)

19,906
(88.1)

전북

3,170
(11.7)

8,203
(0.5)

3,509
(10.7)

8,743
(6.6)

4,073
(16.1)

9,956
(13.9)

4,644
(14.0)

10,897
(9.5)

5,452
(17.4)

17,939
(64.6)

전남

1,892
(15.2)

28,551
(172.8)

2,112
(11.6)

25,088
(－12.1)

2,888
(36.7)

29,137
(16.1)

3,341
(15.7)

36,707
(26.0)

4,366
(30.7)

55,989
(52.5)

대구

7,025
(43.6)

16,402
(21.9)

11,368
(61.8)

21,765
(32.7)

12,527
(10.2)

23,438
(7.7)

14,941
(19.3)

28,622
(22.1)

20,641
(38.2)

48,134
(68.2)

경북

4,204
(25.9)

40,886
(82.2)

5,446
(29.5)

43,179
(5.6)

6,459
(18.6)

49,441
(14.5)

7,441
(15.2)

54,950
(11.1)

8,740
(17.5)

85,392
(55.4)

부산

11,840
(15.3)

50,448
(33.9)

14,679
(24.0)

54,881
(8.8)

19,174
(30.6)

55,870
(1.8)

22,631
(18.0)

65,893
(17.9)

22,973
(1.5)

105,154
(59.6)

울산

3,386
(20.7)

10,677
(16.8)

4,534
(33.9)

12,196
(14.2)

5,378
(18.6)

14,425
(18.3)

5,741
(6.7)

14,986
(3.9)

5,905
(2.9)

21,654
(44.5)

경남

6,179
(20.8)

33,075
(78.5)

7,557
(22.3)

43,977
(33.0)

9,624
(27.4)

57,450
(30.6)

10,633
(10.5)

53,384
(－7.1)

11,108
(4.5)

80,372
(50.6)

제주

1,906
(34.4)

10,451
(96.0)

3,252
(70.6)

15,960
(52.7)

5,053
(55.4)

19,423
(21.7)

6,356
(25.8)

23,961
(23.4)

7,170
(12.8)

44,563
(86.0)

주：( )안은 증감률임
출처：TASIS 국세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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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연도별 국세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다. 2015년에는 국세세수 대비 종합부
동산세 비중이 0.67%(전년 대비 증감률 0%)였으나 2020년에는 1.30%(전년 대비 증감률 38.3%)
로 상승하였다. 특히 2019년에 전년 대비 증감률이 42.2%로 나타나 매우 큰 증가를 보였다.
<그림 1> 연도별 국세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 비중

(단위：%)

출처：TASIS 국세통계포털

다음의 <그림 2>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지역별 변동률이
다. 2016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97% 증가하였지만, 2021년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가
격은 전년 대비 19.05%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현실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2>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출처：국토교통부(2021, 284～285)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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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국의 보유세
주요국의 보유세 비교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국의 보유세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
산세와 같이 주로 응익과세 성격의 비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보유
세를 부동산의 보유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5> 주요국 보유세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보유
세목

재산세
(property tax)

거주세
(council tax)

재산세
(taxe fonciere)

토지․재산세
(grundsteuer)

토지세
(land tax)

고정자산세
(fixed asset tax)

납세
의무자

보유자

거주자

보유자

보유자

보유자

보유자

토지

가옥, 토지,
상각자산

주거용 부동산,
과세
공익설비․장비
대상
등, 상업용 부동산

과세
표준

주택

－A 부동산( 농업,
－건축물이 있는
산림업 용도)
토지
－B부동산(토지,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주택 등
토지
모든 부동산)

－토지및건물
부동산 평가가치
취득 당시 가격을
주택의 자산가치 임대가치의 50%
기준으로 평가한
×지자체별
(8등급 구분) －토지 임대가치의
금액
승수율
80%

－평가가치
공시지가
－상각자산은
(2년마다
취득가액 기준
시장가치를
경과 년수 적용
반영하여 산정)
가격

－지방정부가 결정 －법령이 정하는 －A부동산 0.6% －토지세는 주거 －1.4%
－뉴욕시는
부동산을 4종류 (잉글랜드,
범위 내에서 지 －B부동산 0.26% 주지 및 경작용 (지방정부에
웨일즈, 스코틀 방 자 치 단 체 가 ～0.35%
로 구분하고
토지를 제외한 2.1%까지 권한
각각 단일세율
랜드)
결정
수익창출 토지 부여)
적용
－국세 대상인
에 누진세율
－캘리포니아주는 비주거용 부동
적용
재산세가 부동 산에 부과하는
세율
－council rate는
산 시장가치의 council rate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1% 초과 주택 평가액,
의 필요예산액
금지
성인 거주인수,
을 관내 부동산
－워싱턴카운티 감면사유 등을
가치로 나누어
는 매년 과세당 감안하여 차등
비례세율 적용
국이결정
과세
세율
구조

비례세율

비례세율

－인상 한도가 연 －거주자가
2%로 고정되어 없으면 보유자가
미래 세금수준
세액의 50%
예측가능
부담
－재산세 납부세 －1인 거주의
특징
액은 소득공제 경우 25% 세액
가능
감면
－각 주마다 재산
세율이 다름

비례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혼용

비례세율

주택 가격이 아니 －1인 가구와 2인 －주거주지
－토지분 최소 1/6
라 기대임대수익의 가구로 구분하 (principal place ～최대 1/3 감면
of residence)는 －건물분 50%
일정 비율에 대해 여 과세
세율을 적용하기 －1964년 가치 측 면세
감면
때문에 산출세액이 정 자료를 사용 －투자용 부동산은 －한국 보유세 제
적음
중이며, 대신 과세, 부재자소 도와 가장 유사
지 자 체 별 승 수 유 부동산 중과 －명목세율은
율(평균 367%) －주별로 세율이
유럽에 비해 높
과 같은 보정치 다르나 면세를
지만, 공시가와
광범위하게
사용
시장가의 편차
적용
가 큼

출처：이선화․김미림(2018, 47－49)을 참고하여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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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부동산 집중도를 비교한 다음 <표 6>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
중도는 5.3으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 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윤영훈 2021).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구성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
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6> 주요국의 부동산 집중도 비교

(단위：%)

주요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8개국
평균

2010

5.0

2.5

3.7

4.9

3.3

4.6

3.0

3.8

3.8

2011

5.1

2.4

3.6

4.9

3.3

4.3

3.0

3.8

3.8

2012

5.0

2.4

3.5

4.9

3.3

4.5

3.2

3.7

3.8

2013

5.0

2.5

3.6

4.8

3.4

4.7

3.3

3.7

3.9

2014

5.0

2.6

3.8

4.6

3.3

5.0

3.3

3.6

3.9

2015

4.9

2.6

3.9

4.6

3.4

5.2

3.5

3.5

4.0

2016

5.0

2.7

4.0

4.7

3.4

5.4

3.7

3.6

4.0

2017

5.0

2.8

4.0

4.8

3.5

5.3

3.7

3.5

4.1

2018

5.3

2.7

4.0

4.9

3.6

5.0

3.6

3.6

4.1

연도

주：1. 부동산 집중도＝민간보유 부동산자산÷GDP
2. 미국의 경우 법인 토지 통계의 부재로 부동산 시가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윤영훈(2021, 4) 재인용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 0.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
다. 다만, 국가마다 부동산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 결과의
해석에는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지
만,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합산한 세금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4.05% 수준이어서,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 다만 OECD 회원국 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된 국가도 있고, 취
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역시 직접 비교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
2) 이데일리 2021. 7. 10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29113208&mediaCod
eNo=257, 검색일자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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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단위：%)

주요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8개국
평균

2010

0.14

1.17

0.85

0.51

0.13

0.31

1.05

0.54

0.59

2011

0.14

1.17

0.87

0.51

0.13

0.32

1.00

0.55

0.59

2012

0.14

1.13

0.88

0.54

0.13

0.32

0.96

0.54

0.58

2013

0.15

1.07

0.86

0.57

0.13

0.32

0.93

0.54

0.57

2014

0.15

1.05

0.81

0.59

0.13

0.31

0.92

0.54

0.56

2015

0.15

1.02

0.77

0.60

0.13

0.31

0.90

0.53

0.55

2016

0.15

1.01

0.76

0.60

0.13

0.31

0.87

0.53

0.55

2017

0.15

1.01

0.75

0.51

0.12

0.31

0.85

0.53

0.54

2018

0.16

0.99

0.77

0.55

0.12

0.34

0.87

0.52

0.54

연도

주：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보유세÷민간보유 부동산자산
2. 미국의 경우 법인 토지 통계의 부재로 부동산 시가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윤영훈(2021, 5) 재인용

4. 선행연구 검토
박민(2021)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현행 보유세제를 실거주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
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부동
산의 사용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주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보유세제와 같이 시장
가격을 반영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매입 시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한
도로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박정열(2021)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매매에 어느 정도 효과성을 발휘하는 지에 대해 수도
권의 35세 이상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투자심리는 매매의
도를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은 투자심리를 통한 매매의도에 조절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결과는 종합부동산
세 인상은 매매의도를 낮추는 정책보다는 세금인상정책에 불과하도고 주장하였다.
이태리․송인호(2021)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주택시장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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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해 이론을 세우고 이를 실증분석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이론 모형을 통해 종합부동산
세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민간소비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상
승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민간소비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한재명․김민정(2021)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변화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보유 물건수가 많으면 과다공
제 되고, 부동산 물건수가 동일하더라도 일정 합산가격을 전후로 공제금액이 커지다가 작아지
며, 부동산 총액이 동일할 때 물건수가 많을수록 일정 부동산 총액 지점까지 재산세 실효세율
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
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물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 체계에 따
른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현행 이중과세제도는 납세자 간 세부담의 형평
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이중과세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합산가격이 아
니라 물건별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세수 용처의 불명확성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전액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하여 배정된다.
부동산교부세는 2018년 2조171억7천413만원, 2019년 2조9천420억6천225만원, 2020년 3조3
천209억7천만원을 기록해서 2년 만에 약 1조3천억 정도(증가율 약 64.6%)가 증가하였다. 2020
년 부동산교부세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천606억550만원으로 전체 교부액의

10.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북(3천475억7천505만원), 전남(3천459억9천319만원), 서울(3
천268억9천612만원) 등 순이었다. 2020년 전체 부동산교부세 가운데 20.7%인 6천875억162만원
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0.6%,

63.7%로 17개 시도 가운데 1, 3위를 차지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의 부동산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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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비중은 1.8%(597억7천737만원)에 불과하였다.3)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로 인해 부동산교부세의 세수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부
동산교부세는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와 같이 용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이용되
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조세수입은 가급적 해당 부문의 정책에 재투입
하는 것이 세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분야 정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
요가 있다(박준 2018, 330).

2. 과세기준의 변동성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이 안정적인 경우라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하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세액이 불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과 시가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성 문제가 존재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시세의 약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접근하되 평가오차
로 인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동산 유형별 균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산정
시세의 90%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 도달 기간은 공동주택 5～10년, 단독
주택 7～15년, 토지 8년이다.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의 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2020. 11. 3. 보
도자료). 2020년 10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거 법령(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행정부 소속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59조 규정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
율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세율은 조세 부담 능력을 의미하고,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는 국
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사실상 세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4)
3) 매일경제 2021. 10. 1.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0/934303/, 검색일자 2021. 10.
11.
4) 시사저널e 2021. 8. 27. 기사, http://www.sisajournal0-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297, 검색일
자 2021. 9. 6.

종합부동산세 납세순응을 위한 개선방안

433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종합부
동산세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인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는 2019년 2월 12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증세는 조
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21)는 공시가격이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감
안하여 세부담 조정 등의 특정 목적만을 위한 공시가격 조정은 신중해야 하며, 공정시장가액비
율은 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한 대응,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와 같은 도입취
지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속성의 모호성 문제
종합부동산세가 기본 취지대로 재산세 보완 성격의 세금인지 또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응익과세인 재산세 성격
으로 규정하면 자산의 사용에 대한 과세로 접근하여 자산의 과다 점유에 대하여 인별로 합산하
여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정 조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종합
부동산세를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성격으로 규정하면 다른 자산(예를 들어 주식)과의 과세형
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주식은 부유세 대상에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도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박민(2021, 395)
에 의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이 경제학 연구에서 어느 정도 명
확해졌고, 만일 부동산 보유세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게 되면 부유세의 기능을 가진다. 여당
은 2021년 6월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절대 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상위 2%(약 11
억원)’라는 비율로 변경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는 정책 안정성을 희생
시키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자 2%에 대한 부유세’로 규정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인
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
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의 교정 조세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
는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중간 지점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납세자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
는 등 강한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선정된 자들이 부유층에

5) 조선일보 2021. 6. 19. 기사,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6/19/KKLAM7WQWFA
ARE4BFI3I6BD5YA/, 검색일자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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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와
전체 공동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16년 6만4638개(0.54%)에서 2020년

30만9642개(2.24%), 2021년 52만4620개(3.6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6)

4.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에 대한 한계 문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목적 중의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주거 목적 이외의 주
택 구매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조세자본화(tax capitalization)
이론에 의하면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재화에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재화의 가
격이 조세액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액(조세부담액÷할인율)만큼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담세자는 과세 당시 현재의 자산보유자이고 납세자는 미래의 자산보유자인 해당 자산의 구매자
가 되기 때문에 이는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 중 조세환원(還元)에 해당한다.
또한 보유세의 부담이 커진 부동산 보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율이 지나치
게 높은 경우에 부동산 보유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양도 외의 다른 방법을 사
용하여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82.5%의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보유세의 부담
이 커진 부동산 보유자들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보다 보유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모두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사
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유세가 인상될 때 해당 자산을 임대나 증여하는 경우 자산의
매매 시 발생하는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으로 얻고자 하는 부동
산 가격의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5.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부동산 보유세는 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만일 부동산 보유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매년 과세를 반복하는 보유세는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
6) 중앙일보 2021. 4. 26. 기사, https://realestate.joongang.co.kr/article/article.asp?pno=143361, 검색일자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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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미실현 이
익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연금 소득밖에 없는 고령 은퇴자인 경우에 소득이 적
어 조세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부동산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주택담보
대출금 등 부채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
는 경우에 부채를 고려한 실제 담세력에 비해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Ⅳ.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 연계방안
첫째는 종합부동산세와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를 연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용처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함으로써 조세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고액
의 부동산 보유자로부터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현재와 같이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에 교부하여 일반회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주거용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증가된 세수를
미국의 LIHTC 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차인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1987년 시작된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은 민간의 부동산 시장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
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IHTC는 연방정부가 주택 건설비용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연방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권리(tax

credit)를 임대주택개발업체에 부여함으로써 민간주도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
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구조를 형성
하게 된다. LIHTC는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의 Section 4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이후 2014년까지 280만 호 이상의 LIHTC 주택이 공급되었고, 이는 전체 정부지
원 부담가능주택 공급의 30.2%(20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IHTC 사업의 원리는 <그림

3>과 같다.

436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그림 3> LIHTC 사업의 원리

출처：이재춘 외(2016, 49)

LIHTC의 주요 참여주체는 국세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HUD), 주 및 지방정부, 주정부 주택금융기관(Housing Finance Agency：HFA), 개발업체, 비
영리단체, 투자자, 투자중개인, 대출기관 등이다. 개발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권리(신규 건설 9%, 기존 주택 리모델링 4%의 세액공제)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유동화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LIHTC 주택 개발업체는 주정부 주택금융기관에 사
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채택되면 배분받은 세액공제분의 매도 및 은행대출금 등으로 저소
득층 대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한다(이재춘 외 2016). LIHTC는 전체 주택
중 20% 이상을 지역 중위가구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거나, 전체 주택 중

40% 이상을 지역 중위가구소득 60%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해야 한다. LIHTC 주택은 기
본적으로 총 15년간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가급적 저소득가구용 임대주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IHTC의 성과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임
대주택 개발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연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빈
곤의 집중화와 슬럼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정부는 쇠퇴지역의 재생
을 위해 우선적으로 LIHTC 개발사업을 빈곤지역에 할당하였고, 저렴한 토지수용비를 고려하여
개발업체들도 이들 지역에 사업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LIHTC 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지역에 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교외지역에 LIHTC 주택이 들어설 때
고소득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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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BY)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일반적으로 15년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15
년 후에 개발업체가 프로그램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입주자들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김우락 2019, 6).

2.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둘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감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시가와 연동된 과세표준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법적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미국, 프랑스, 호주, 스페인 등은 증개축이나 양도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 취득 이후
최초로 결정된 과세표준에 물가상승률이나 최고한도 등을 설정하여 부유세 과세표준을 증감하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박민 2021, 400).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사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2006년도에 시행되어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격 등은 파악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안은 시행되는 시기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동일 아파트의 동일 층 동일 평수의 호라고 하더라도 베란다 확장이나 리
모델링, 로열층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시가격은 동일 아파트의 동
일 층 동일 평수인 경우 동일하다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3.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 달성 방안
셋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
세율을 인하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 때
문에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
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의 부담을 임차인에
게 전가시키거나, 증여를 통해 보유세의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세제를 지속적으로 펼치고자 한다면 양도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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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실현 이익 과세 보완 방안
넷째, 고령은퇴자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를 부동산
양도 시까지 이연해주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고액
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조세저항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부
동산 보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자본이득을 실현할 때까지 보유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양도자가 보유세를 양수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자산
보유자는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에 부담한 보유세만큼 자산의 양도가격에 포함하여 자산에 투입
된 총비용(보유세 포함)을 회수(payback)하려 하기 때문에 보유세는 자산의 거래가격을 상승시
킬 수 있다. 이는 조세부담의 전가 중 전전(forward shifting)에 해당하며, 주로 자산의 양도자 우
위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발생할 수 있고 양도자 열위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세 비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렵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된
상황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수 용처의 불명확성 문제이다. 종
합부동산세의 세수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일반회계에 사용됨으
로써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과세기준의 변
동성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세와 연계된 공시가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종
합부동산세 속성의 모호성 문제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의 교정 조세
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의 중간 지점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서 납세
자의 강한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넷째,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에 대한 한계 문제이다. 조세자본
화 이론에 의하면 부동산에 보유세가 부과되는 경우 미래 보유세 부담의 현가만큼 부동산 가격
이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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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가격안정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 다섯째, 미실현 이
익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
기 때문에 납세자가 연금 소득밖에 없는 고령 은퇴자인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 조세지불능력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
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 연계방안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저소득층 주택 공
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를 연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용처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함으로써
조세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로 증가된 세수를 미국의 LIHTC
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차인 지원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준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감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시가와 연동된 과세표준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법적안정성과 납세의무자
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율을 인하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넷째, 미실현 이익 과세 보
완 방안이다. 이는 고령은퇴자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조세지불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에게 과
세를 부동산 양도 시까지 이연해주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용처의 불명확성, 과세기준의 변동성 심화, 부동산 가격안정 목
적 미달성,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다양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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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Plan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ompliance
7)

Yong－Soo Kim*․Hee－Chun Ro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taxpayer compliance with tax payment by proposing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a situation where taxpayers’ tax resistance has intensified due to the sharply strengthen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urden.
In the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purpose of the tax revenue is unclear, and
the tax base is highly volatile. The nature of the tax system is ambiguous, the purpose of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is not achieved, and unrealized profits are taxed.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irst, it is a plan to link the support tax system for the housing supply policy
for the low－income class. This is a measure to strengthen tax legitimacy by designing the us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venues more clearly in connection wit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ax support policies for the supply of low－income housing such as the US
LIHTC program. Second, it is a measure to se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is is to reduce the volatility of the tax base linked to the market price by using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the tax ba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by a certain
ratio to the acquisition price of real estate and reflecting the inflation rate every year. It is a way
to improve predictability. Third, it is a measure to achieve the price stabilization objectiv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transfer tax rate for multi－
homeowners is reduced and the houses owned by multi－homeowners are supplied to the market.
Fourth, it is a supplementary measure for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This is a plan to defer taxation
until the time of the transfer of real estate to taxpayers who lack the ability to pay taxes due to low
income levels, such as elderly and retired people.
This study seeks effective ways to improve various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blems such as the uncertainty of the destin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increase in the volatility of taxation standards, the failure to achieve the purpose of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and the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presented to tax
administration participants such as obligors and tax agents.

<Key word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ax compliance, Possess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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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과세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1)

황헌순*

Ⅰ. 서 론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이 행해졌다. 신탁법은 1961. 12. 30. 법률 제900호로 제정 및 시행
된 이후 큰 개정 없이 운용되어 오다가 제정된 지 50년이 지나 전면개정이 행해진 것이다. 신탁
법이 전면개정된 이유는 새로운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의 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
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이었다.1) 변화된 사회란 종래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같은 경우
가 해당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있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신탁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사로 이해된다.
신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신탁법에
입법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신탁은 자산의 승계 혹은 관리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신탁의
활용 및 신탁으로 인한 자산승계는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2020년 말에 대폭적인 세제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개
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2)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적과 관련하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은 신
탁(이하 “수익자부존재신탁”이라 한다)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
*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강사.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5235&ancYd=20110725&a
ncNo=10924&efYd=2012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참
조(방문일자：2021. 8. 12.).
2) 권성오․강문정․이화령, 뺷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상속형 신탁을 중심으로－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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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존재하며,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부여하기 위해
서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이전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부여한다. 한
편,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신탁의 설정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자의 존재가 신탁설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신탁이 아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 상속세나 증
여세 문제가 현행 세법이론상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살펴보며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이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관련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Ⅱ.1.).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제나 소비세제와 관련한
규정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상증세법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히 한다(Ⅱ.2.).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방법으로서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법적 검토를 행함으로써(Ⅲ),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수익
자부존재신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Ⅳ).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과세제도
1. 세법상 실질과세와 신탁과세방식에 관한 논의
(1) 서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소유권자인
수탁자인지,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 수익자인지가 문제된다.3)
신탁에 있어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하는 것
이므로 명의과세, 형식과세 혹은 표현(表現)과세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세행정청의 입장에 있어
서 과세상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공평과세가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신탁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없다면,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
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될 것이다. 반면, 세법상 실질과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신탁의 납
세의무자 내지 과세단위를 수익자 중심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3)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조세법연구｣ 제26집 제1호, 20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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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시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그 요체인데, 신탁과세가 별도의 명문 규정 없이 실질과세에 의하여 그 신탁재산의 소
유권 이전의 효과를 부인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해 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파악
한다면 이는 단순히 특정 사법상 거래를 세법상 부인하는 문제를 넘어 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
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4) 신탁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의 고려 역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
등주의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5)
요컨대, 세법상 실질과세에 기반하여 신탁을 살펴본다면, 법률상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과세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그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 수익자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신탁과세방식에 관한 논의가 발생한다고 이해된다.6)

(2) 신탁과세방식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신탁도관설
신탁도관설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수탁자와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나 신탁 그 자체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conduit, pipe)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 자체를 독립된 납세의무자나 과세단
위로 보지 않고,7) 신탁당사자 중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8)
이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한 이후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즉시 수익자에
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신탁도관설에 따라 과세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위탁자
가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처분한 이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당해 신탁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다.9)

2) 신탁실체설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이 아닌 수탁자를 과세주체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영한다는 견해와 신
4)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조세법연구｣ 제26집 제1호, 2020, 100면.
5)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와 세법상 실질과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황헌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과 세법상 실질과세”,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 385면 이하.
6)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이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되는 논의라는 견해로서 이정선, “부동산신탁과 과세”, ｢신탁연구｣ 제1권 제1호, 2019, 173－174면.
7) 김재진․홍용식, 뺷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뺸, (한국조세연구원, 1998), 104면.
8) 백제흠, “신탁법상 신탁의 납세의무자”, 뺷조세법연구뺸, 제26집 제1호(한국세법학회, 2020), 106면.
9) 임승순, 뺷조세법뺸, 제21판(박영사, 2021), 552면.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수익자가 추후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의가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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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산 자체를 과세주체로 인정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신
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반면, 후자의 경우 신탁재산이 독립
된 법주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인데, 신탁 자체를 독립된 실체로 본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
하다.10)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
하는 수입이나 지출은 형식상 수탁자에게 귀속한다.11) 이러한 점에서 법률상 소유권자인 수탁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그 관리에 대한 보수 등을
수령할 뿐, 실질적 수익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언급된다.
그리고 이는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의 주체로 보는 것은 법인과 개인만을 권리의무의 주
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12) 수탁자가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에 위배된다는 점, 수탁자를 과세주체로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과세한 이후,
신탁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재차 과세하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지적된
다.13)

2. 현행 세법에서의 관련내용
(1) 소득세제 및 소비세제
1) 소비세제
2020. 12. 2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10) 김재진․홍용식, 앞의 책, 101면. 신탁실체설이 신탁을 실체로 보고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신탁재산
을 독립된 납세주체로 보는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수탁자를 납세의 주체로 보는
전자의 견해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독립된 실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
으로 두 견해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1) 신탁실체설에 따르면 수탁자가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되므로 수익자가 신탁으로부터 받은 신탁이익
은 배당소득 등으로 된다(임승순, 위의 책, 551－552면).
12) 이정선, “부동산신탁과 과세”, ｢신탁연구｣ 제1권 제1호, 2019, 177면.
13) 임승순, 위의 책, 552면. 다만, 이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논리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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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
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제3항 신설 및 종래
의 제10조 제8항 삭제).14)
이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경제적 성과가 아닌 거래의 법률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 것이라고 보여진다.15) 본고와의 관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이
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
무자로 본다는 점에서 신탁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중시하는 것으
로 이해된다.

2) 소득세제
소득세법 제2조의3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6)
동조는 2020. 12. 29.에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7)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
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조문의 개정 결과, 위탁자의 상속인
은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 제5조에서 신탁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귀속소득에 대해
서는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익자가 특

14)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
iSeq=224329&ancYd=20201222&ancNo=17653&efYd=20210701&nwJoYnInfo=Y&efGubun=Y&chrCls
Cd=010202&ancYnChk=0#0000).
15) 임승순, 뺷조세법뺸, 박영사, 2021, 921면.
16)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
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17)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정․개정이유(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
=224801&ancYd=20201229&ancNo=17757&efYd=2023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
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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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
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
다.18)

3) 소결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살펴보면, 신탁과 관련한 과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예외적인
경우란 위탁자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
이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지배․통제라는 개념판단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별도의 사실인정
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는 단순히 명의자과세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실질과세의 이념을 과
세에 반영한 과세로 이해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의 증여(제33조)
1) 서설
상증세법상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동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동조 제1항은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익자는 원본 또는 수입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탁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수익실현시과세방식’
을 취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
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문제
(가) 위탁자에 대한 과세
이에 대해서는 위탁자과세의 타당성과 이중과세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탁자과세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의
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당해 신탁이 자익신탁이라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18) 그리고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
다)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2020. 12. 22.에 관련조문이 신설되었다(법인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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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므로 위탁자과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수익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위탁자에게 부
담시키는 것이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즉,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제나 소비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
질적 통제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위탁자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면, 위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이는 전술한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
항19)과 중첩되어 이중과세로 보여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위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
상증세법 제33조 제2항은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위탁자과세와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위탁자의 상속인 역시 당해 신탁으로부터
아무런 수익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을 설정했다는 사유
로 인해 위탁자의 상속인까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20)
(다) 수익자 출현시의 법률관계와 과세
전술한 논의와 관련시켜 볼 때, 가령 위탁자의 상속인이 수익자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에 새로운 수익자가 출현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증세법 제33조 제2
항에서는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때 동조 제2항에 따라 수
익자로 된 자는 당해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로부터의 증여가 되는 것인지, 혹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되는 것인지 법문언상 해석이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19)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
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0) 소득세법 개정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종래 소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위탁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던
것이 삭제된 배경에는 이러한 과세문제를 우려한 점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상증
세법 제33조 제2항의 경우에도 입법의 미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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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1) 서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유사한 사회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
러한 사회상황에 있어 신탁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 결과 일본도 2006(平成18)년에 신
탁법의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신탁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입법되었다. 다만 일본은 우리나라
와 달리 신탁의 활용으로 인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신탁법 전면개정 이후, 2007(平成19)년에 세
제개정을 행해다는 점이다.
일본에서의 실질과세21)나 신탁과세방식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므로 특별
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의 구 신탁법에서는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은 공익신탁에
한해서 인정되었으나, 공익신탁 이외에도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을 인정함에 따라 공익목
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시민 활동이나 봉사활동 또는 금융거래에서의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등의 유효성이 지적되어 인정되기에 이른 것이다(일본 신탁법 제258조).22) 그
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으로서 일본 신탁법 제259조(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의 존속기간)는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기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제 등
종래 일본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등의 본문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지출은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또
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 법률들의 규정
을 적용했다.23)
21)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논의를 검토한 문헌으로서 황헌순,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과
세법상 실질과세”,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 385면 이하.
22) 喜多綾子,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の課税と受益者の意義－目的信託を中心として－”, ｢立命館法
学｣ 318号, 2008, 43면.
23) 즉,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소
비세법 제14조도 신탁재산에 관한 자산의 양도등의 소득에 대해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다(金子
宏, 뺷租税法뺸, 弘文堂, 2019,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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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7(平成19)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개정 신탁법의 시행일(2007년 9월 30일) 이후에 효
력이 발생하는 신탁에 대해서 위 규정들은 “신탁의 수익자(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현재 가지는
자에 한한다)는 당해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가지는 것으로 의제하고, 또한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비용은 당해 수익자의 수익 및 비용으로 의제하여 이 법률
들의 규정들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24)
다만, 신탁의 변경을 할 권한을 현재 가지며, 또한 그 신탁의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 자는 수익자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3조 제2항,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25) 즉, 신탁의 변경권 등을 가지며, 신탁으로부터의 수익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자들
은 수익자가 아니라도 ‘의제수익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개정된 신탁세제에 있어 중요한 변경내용은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하던 것을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수탁자과세를
법인과세신탁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26)
수익자과세신탁은 위탁자의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시켜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며 신탁재산의 소유권
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점을 볼 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률상은 수탁자
에게 귀속하지만, 실제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는 분별하여 관리하고, 일
정한 신탁보수를 받을 뿐이므로 그 보수를 차감한 신탁이익의 전부는 수익자에게 지급되거나
장래 특정될 수익자를 위해 적립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의 법률상 귀속을 무시하고,
경제적 귀속에 입각하여 수익자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는 것이다.27)
일본의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볼 때, ‘의제수익자’ 개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및 소비세
24) 이러한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는 신탁과세방식은 일반적으로 수익자등 과세신탁으로 불리며, 각 조
제1항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문신탁으로도 언급된다(金子宏, 뺷租税法뺸, 弘文堂, 2019,
184면).
25) 이와 유사하게 일본 소비세법 제14조 제2항도 “신탁을 변경할 권한(경미한 변경을 할 권한으로서 정
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을 현재 가지며, 또한 당해 신탁의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
는 자(수익자를 제외함)는 전항에 규정하는 수익자로 의제하여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14면.
일본에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계약이 철회불능인 경우도 있는데, 이
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 및 신탁재산을 일체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로서 金子宏, 뺷租税法뺸, 弘文堂, 2019, 184면.
27) 이와 같이 법률상 귀속을 무시하고 경제적 귀속에 입각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 취지의 규
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본 소득세법 제12조 등의 규정은 법률적 귀속설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것이다(金子宏, 뺷租税法뺸, 弘文堂, 2019,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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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아닌 경우라도 실제 당해 신탁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다는 유사성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제
1) 서설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이하에는 신탁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
략히 살펴보면 제9조의2는 제1항은 신탁설정시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28) 이는 우리나라
상증세법 제33조 제1항의 수익실현시과세방식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동법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신탁의 효력발생 후에 수익권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규정이다.29)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제5항을 보면, 동항은 “제1항30)의 ｢특정위탁자｣란 신탁의 변경을 할
권한(경미한 변경을 할 권한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현재 가지며, 또한 당해
신탁의 신탁재산의 급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자(수익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1) 이는 앞서 살펴본 소득세제 등에 있어서의 의제수익자와 유사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28) 상속세법 제9조의2 ① 신탁(퇴직연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그 외의 신탁으로 정령에서 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현재 가지는 자 및 특정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
다)으로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
는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당해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증여(당해 위탁자의 사망에 기인하여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29) 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의 신탁설정시에 수익자는 있지만 장래에도 계속 수익자일지는 불확실하
다. 동법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신탁의 효력발생 후에 수익권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규정으로서
설정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익자가 이후에 출현하는 경우(상속세법 제9조의2 제2항)와 신탁설정시
에는 존재한 수익자가 추후 부존재로 될 수 있는 경우(상속세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가 있다(水
野惠子, “｢受益者等課税信託｣ と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との関係における検討”, ｢一橋法学｣ 14
巻2号, 2015, 419면).
30) 상속세법 제9조의2(증여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탁에 관한 권리) ① 신탁(퇴직
연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그 외의 신탁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수익자로서의 권
리를 현재 가지는 자 및 특정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당
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는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당해
신탁의 위탁자로부터 증여(당해 위탁자의 사망에 기인하여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
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31) 일본의 특정위탁자는 미국의 위탁자신탁(grantor trust)이론이 응용된 것이라는 언급으로서 水野惠子,
“｢受益者等課税信託｣ と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との関係における検討”, ｢一橋法学｣ 14巻2号, 2015,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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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법 제9조의4
동법 제9조의3은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32) 상속세법 제9조의4는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은 신탁등의 특례’라는 표제 하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 제1항33)은 수익
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신탁의 수익자 등으로 되는 자가 그
신탁의 위탁자의 친족 등인 때 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으로 되는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위탁자의 친족 등이 그 신탁의 잔여재산의 급부를 받게 될 경우,
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위탁자의 사
망에 기인하여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2)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김종해․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
한 과세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3집, 2013, 225면 이하；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
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3, 691면 이하；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
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7면
이하；황헌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
으로－”, ｢세무학연구｣ 제38권 제1호, 2021, 183면 이하 등 참조.
33)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①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가 당해 신탁의 위탁자의 친족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 있어서 ｢친족｣ 이라 한다)인 때(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
우에 있어서는 당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당해 위탁자의 친족이 당해 신탁의 잔여재산의 급부를 받
게 되는 때)는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당해 신탁의 수탁자는 당해 위탁자로부터 당해 신
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당해 위탁자의 사망에 기인하여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② 수익자등이 존재하는 신탁에 대해서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등이 부존재로 된 경우｣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익자등의 다음에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가 당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위탁자 또는 그 다음으로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전의
수익자등의 친족인 때(당해 다음으로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당해 위탁자 또는 당해 다음에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전의 수익자등의 친족
이 당해 신탁의 잔여재산의 급부를 받게 되는 때)는 당해 수익자등이 부존재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때에 당해 신탁의 수탁자는 당해 다음에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전의 수익자등으로부터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증여(당해 다음에 수익자로 되는 자의 전의 수익자등의 사망에 기인하여
당해 다음에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의 전의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신탁들의 수탁자가 개인 이외인 때에는 당해
수탁자를 개인으로 의제하여 이 법률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전 3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탁자에
게 부과되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탁자에게 부과되
어야 할 법인세 그 외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58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그림 1>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수익자로 될 자가 위탁자의 친족
등으로 정지조건 등에 의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조건성취에 의해 현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된 때

신탁설정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권

신탁재산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과세

소득세․법인세는
비과세

＋
상속세․증여세를 과세
(법인세 등은 공제)
출처：青木孝徳, 뺷平成19年版 改正税法のすべて뺸, 大蔵財務協会, 2007, 480면.

예컨대, A는 고령자이며 애완동물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34) A는 자신이 사망한 후 애완동
물의 사육을 걱정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신탁재산으로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로
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현재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의 사육비에 충당하기로 한다. 신탁회사로부
터 애완동물의 사육을 위한 금전적 지급이 잘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탁관리인으로 A의 자
녀 B를 선임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죽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탁이 종료되면 손자녀 C
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했다.35) 형식상으로는 애완동물이 수익자의 지위에 있게 되지
만, 애완동물은 수익자의 지위를 누릴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탁은 ‘수익자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 즉, 목적신탁으로 된다. 위 사례에서는 신탁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위탁자 A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없게 된다.36)

34) 국내에 선행연구로 소개한 문헌으로서 황헌순,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 －비
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7집 제3호, 2021, 157면 이하.
35) 奥村眞吾, 뺷信託法の活用と税務뺸, 清文社, 2008, 240－244면.
36) 위 사례에서는 위탁자 A가 사망하여 신탁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상속세를 부담되며, 이때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공제된다. 이후 C가 실제로 잔여재산을 취득한 단계에서는 별도의 과
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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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 제1항의 사례
사육비

신탁재산

애완동물

수탁자

위탁자A

신탁종료
C

3) 상속세법 제9조의5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5는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등에 존재
하지 않는 자가 수익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 그 수익자 등이 계약체결시 등의 위탁자의 친
족인 경우, 존재하지 않는 자가 수익자 등으로 될 때에 그 신탁에 관한 권리를 개인으로부터 증
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3>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5
수익자로 될 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수익자로 될 자가 존재
하여 위탁자의 친족으
로 되는 경우 등

신탁설정
위탁자

신탁재산

수탁자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과세

수익권

수익자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증여세과세

출처：青木孝徳, 뺷平成19年版 改正税法のすべて뺸, 大蔵財務協会, 2007, 481면.

4) 두 조문의 관계
동법 제9조의4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로 될 자가 정해져 있으며, 그 자가 위탁자의 친족
인 경우이지만, 정지조건 등에 의해 현재 권리는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37) 즉, 앞서 살펴
본 사례와 같이 애완동물을 위한 신탁 등에 있어서 추후 수익자가 될 자로서 위탁자의 친족이

37) 青木孝徳, 앞의 책,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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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수익자는 아닌 것이다. 한편, 동법 제9조의5는 신탁계약이 체결
된 때에 수익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상속세법 제9조의4 외에 제9조의5를 별도로 입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38)
아직 출생하지 않은 손자녀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경우, 상속세법 제9조의5와 같
은 규정이 없다면, 제9조의4에 따라서 수탁자 단계에서의 부담만으로 손자녀 등에게 자산이 추
후 이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의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39)
그러므로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4와 제9조의5는 선택적 적용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즉, 상속세법 제9조의4에 따라 법인과세신탁 적용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
세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수익자 등이 특정된 시점에 동법 제9조의5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
한 것이다.40)

2. 미국
(1) 서설
미국에 있어 연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탁은 크게 위탁자신탁(grantor trusts)과 일반신탁

(ordinary trusts 또는 non－grantor trusts)으로 구분되며, 일반신탁은 단순신탁(simple trusts)과 복
합신탁(complex trusts)으로 구분된다.41)
단순신탁의 경우 모든 소득은 매년 분배되어야 하며,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실제 배분받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에게 과세되는 반면, 복합신탁의 경우 소득이 매년 분배되지 않으며
수탁자에게 유보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다.42)

38) 이를 언급한 선행연구로서 황헌순,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비교법적 검토
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7집 제3호, 2021, 158면 이하.
39) 青木孝徳, 앞의 책, 480－481면.
40) 青木孝徳, 앞의 책, 481면.
41)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6－37면. 미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
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서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
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07면 이하.
42)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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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각 주(州)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되며, 다수의 주에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주에 따라 신탁법이 다른 실정이다.43)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
서 철회가능(revocable) 신탁, 수익자 보호를 위해 낭비자 신탁(spendthrift trust)의 규정 등을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다.44)
일반적으로 신탁은 개인신탁(private trusts) 혹은 가족신탁의 형태로 설정되는데,45) 이는 주로
위탁자(settlor, grantor)가 일반적으로 명문의 신탁증서 형식에 따르며, 예컨대 위탁자가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당해 배우자에게 지
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그 수익은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지불받도록
하는 것이다.46)

(2) 위탁자신탁의 내용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는 신탁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47) 그럼에도 위
탁자에게 당해 신탁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신탁설정자(위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탁설정 후도 신탁재산과 수익에 대해 상당한 지배권을 유보하고 있는 신탁을 위
탁자신탁(grantor trust) 과세라 하며, 이는 설정된 신탁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탁의 소득은 위
43)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3면.
44)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3－34면.
45)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3면. 미국의 과세상 신탁의 분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서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07면 이하.
46)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3면.
47) 신탁의 연원에 대해서는 Frans Sonneveldt, The Trust－An introduction,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1－4면；D. J. Hayton, The Law of Trusts, sweet&maxwell, 2003,
135면. 신탁의 연원을 보면, 기본적으로 위탁자는 수익자를 위하는 신탁목적에 따라 수탁자와 신탁계
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한 이후에는 증여자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에 대해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위탁자가 신탁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탁자는 신탁관계에서 이
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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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IRC §671).
이는 신탁제도를 이용한 인위적인 소득의 분할(누진세율 하에서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규제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즉, 위탁자가 신탁에게 양도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력이나 통
제력을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신탁의 형태로 볼 수 있다.48) 그러므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면, 위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경제적인 실태가
다르지 않으므로 위탁자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49) 따라서 위탁자 신
탁과세에 있어서는 신탁의 존재가 소득과세상 무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0)
위탁자 신탁과세의 전형적인 예로서 위탁자에게 신탁을 철회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철회
가능신탁(revocable trust)이 있다.51) 철회가능신탁의 소득은 분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위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IRC §676). 또한 철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에 있어서도 위
탁자가 (장래권 중 설정자가 가지는 권리인) 반환이익(reversionary interest) 등을 가지는 경우에
는 clifford trust52)로서 위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53)
미국의 경우 1913년에서 1921년에 의회는 점진적으로 신탁소득에 대한 기본적 과세구조를
도모하며 수익이 유보되는지 분배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게 과세할지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는데, 초기의 세법에서는 아무리 신탁자가 강력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하
더라도 신탁원본(corpus54))이나 신탁수익(trust income)에 대해 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규정이 없
었다.55) 이러한 규정의 부재(omission)는 위탁자가 조세회피를 도모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만들

48)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282면.
49) 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9면.
50) 佐藤英明, 뺷信託と課税뺸, 弘文堂, 2020, 53면.
51) 伊藤公哉, 뺷アメリカ連邦税法뺸, 中央経済社, 2019, 614면.
52) Helvering v. Clifford, 309 U.S. 331 (1940)이후에는 clifford신탁으로도 불린다(Bert R. Leemreis, The
Taxation of Trusts, Beneficiaries and Grantor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rans Sonneveldt
and Harrie L. van Mens, The Trust：Bridge or Abyss Between Common and Civil Law Jurisdiction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2, 39면).
53)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298－
299면；伊藤公哉, 뺷アメリカ連邦税法뺸, 中央経済社, 2019, 614－615면.
54) corpus는 body로도 언급되는 점을 볼 때(William A. Raabe, William H. Hoffman, James C. Young,
Annette Nellen, David M. Maloney, Corporations, Partnerships, Estates and Trusts, Cengage Learning,
2018, 20－4), 신탁에 있어 원본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浅川哲郎, “米国における信託課税と信託を利
用した事業承継策”, ｢商経論叢｣ 59巻3号, 2019, 41면).
55)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과세문제

463

어 준 것이다. 이에 부유한 개인인 위탁자는 철회가능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하고
소득을 유보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갈 재산을 외형상 이전했던 것이다.56)
법원은 이러한 흠결(loophole)에 대해 철회가능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관계에 대한 보다 현실
적인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1934년에 의회는 수익을 향유 또는 통제하면
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탁자가 행한 더욱 정교한 방안에 대해 법체계를 더욱 엄
격하게 하였다.57) 이후 1940년에 Helvering v. Clifford,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이론은 연방대법원

(The Supreme Court)에 의해 승인되었다. 즉, 단기간에 종료될 신탁이지만, 위탁자가 폭넓은 관
리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신탁소득을 과세하는 IRS의 판단을 지지한 것
이다. 이후 재무부(The Treasury)는 1946년에 소위 Clifford 규정을 공표했으며, 이는 위탁자 지
배권과 통제권에 기초한 과세를 말한다.58)
그리고 1954년에 의회는 이러한 규정들을 IRC §671 이하에 규정했다. 위탁자에게 신탁을 철
회할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의 소득은 분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
반적으로 위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IRC §676). 그리고 철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장래권 중 설정자가 가지는 권리인) 복귀권적 권리(reversionary
interest)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clifford trust로서 위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의회는 위탁자신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탁자가 제3자 등에게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3자가 신탁에서의 수익권을 가
지는 것이 아닌 한, 제3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위탁자에게 존재하는 권한으로 다룬 것이다.59)

1986년 개정 전의 규정(1986년 3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에 적용)에서는 10년을 초과하는
반환이익은 대상 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녀 등을 수입수익자로 함에 따라 소득분할을 도모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IRC

§673(a)).60)

Reuters, 2020, FTXIEG ¶ 80.1.
56)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Reuters, 2020, FTXIEG ¶ 80.1.
57)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Reuters, 2020, FTXIEG ¶ 80.1.
58)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Reuters, 2020, FTXIEG ¶ 80.1.
59) Boris I. Bittker and Lawrence Lokken,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Thomson
Reuters, 2020, FTXIEG ¶ 80.1.
60) 伊藤公哉, 뺷アメリカ連邦税法뺸, 中央経済社, 2019, 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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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국에서의 신탁과세와 관련해서는 ① 수익의 유보 유무에 따라 수익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에 대한 과세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 ② 위탁자 신탁과세제도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한 이후에도 여전히 당해 신탁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수익자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수익의 유보유무, 당해 신
탁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유무와 같이 경제적 내용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진실
한 법률관계’에 따라 납세의무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고 이해된다.61)

Ⅳ. 현행 수익자부존재신탁과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신탁법과 세법의 관련규정
우리나라의 현행 신탁법과 신탁세제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2011. 7. 25. 개정 전 신탁
법 제60조62)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된
현행 신탁법 제101조63)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이고, 수
61) Section 25.2511－2(b), (c)를 보면, 증여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복귀(revest)시키는 권한이나 새로운 수
익자를 지정할 권한이나 수익자변경권 등이 있는 경우는 완전한 증여가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탁자에게 신탁과 관련한 권한들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이 설정
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소개한 국내문헌으로서 김병일․남기
봉,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2012, 369면.
62) 구 신탁법 제60조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63) 현행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
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
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
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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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64)
따라서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부존재인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개정
신탁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신탁법상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
지 않음에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65)
뿐만 아니라 현행 신탁법 및 세법에서는 수익자부존재신탁과 같은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66) 따라서 위탁자의 신탁설정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특정 재산
에 대한 과세이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신탁
법 개정시에 존속기간 제한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67)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세이연 방지 등을 위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의 존속기간의
규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탁자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면, 수
익자부존재신탁과 같은 목적신탁의 존속기간을 가급적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신탁이 종료된 이
후의 과세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위탁자에 대한 과세와 실질과세
현행 상증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의
제하므로, 위탁자가 위탁자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에 따라서도 발생한다.
이는 수익자부존재신탁을 설정함으로 인한 이중과세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탁
자가 위탁자 자신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는
결국 소득세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현행 신탁세제는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을 채택하여 위탁
자와 수익자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는 점68)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과세관계의 실질
64)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20면.
65)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20면.
이러한 지적은 신탁법(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언급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66) 존속기간 제한규정의 미비로 인해 신탁이익의 평가에 있어 곤란함이 있다는 견해로서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25면.
67) 최수정, 뺷신탁법뺸, 박영사, 2019, 566면 이하.
68)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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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신탁도관설을 엄격하게 규정하다보니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에서 동
일한 과세규정을 두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부존재
신탁에 있어 위탁자가 당해 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실질소득자과세에 따라 위탁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도 부담하게 하
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없는 위탁자에게 과세할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도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69) 현행 규정과 같은 과세는 다분의 과세당국의 행정편
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발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70)
이러한 점에서 실질과세를 고려한 과세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위탁자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의제수익자나 특정위탁자 개념,71) 미국의 위탁
자신탁과세제도를 참고하여 어떠한 자가 신탁에 대해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위탁자에게 신탁과 관련한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증여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은 우리 세법에도 반영되
어야 할 것이다.

3.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납부한 이후 수익자가 출현한 경우의 과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액의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증세법은 수익자의 지정권자나 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의 과세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이 해석론에 맡겨져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증여자
와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72)
이러한 지적은 상증세법 제33조 제2항에 있어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항에서는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
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항의 적용은 위탁자
69)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319면.
70)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320면.
71) 과세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신탁이 ‘취소가능신탁’ 인지 ‘취소불가능신탁’인가 하는 점이
라고 생각하며, 즉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받을 이익이 확정된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견해로서 水野惠子, “｢受益者等課税信託｣ と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との関係にお
ける検討”, ｢一橋法学｣ 14巻2号, 2015, 429면.
72)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9
권 제3호, 2020,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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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익신탁을 설정한 경우이므로 법문상으로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신탁수익은 위탁자로부터 새로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위탁자가 수익자부존재신탁을 설정한 이후 사망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위탁자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 새롭게 수익자가 출현한 때, 새
로운 수익자는 종래의 위탁자로부터 수익이 이전된 것인지, 조세를 부담한 위탁자의 상속인으
로부터 새로운 수익자에게 수익이 이전된 것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납부한 이상, 위탁자의 상속인이 이를 관리 및 지
배한 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새
로운 수익자에게 수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법
조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73) 이와 관련
해서는 일본 상속세법의 관련규정74)을 참조하여 새로운 수익자는 종전 수익자로부터 증여 등
을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과세에 대한 논의
외국 신탁법상 수익자과세는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
고 있으며, 수익자가 부존재하거나 미지정된 경우, 수익이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일
차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과가 가능한 것은 신탁세제에 신탁실
체이론을 도입한 결과로서, 이들 국가에서는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75)
73) 이와 관련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에서 위탁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신탁재산 자체의 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은 수익권의 지정행위
를 통한 부의 이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
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서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
호, 2020, 40－41면.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이전과세에 있어서 위탁자의 지위이전과 관련한 논의로
서 황헌순,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학
술논집｣ 제37집 제3호, 2021, 147－148면.
74) 일본 상속세법 제9조의2 ② 수익자등이 존재하는 신탁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새롭
게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이 존재하기에 이른 경우(제4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는 당해 수익자등이 존재하기에 이른 때에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으로 되는 자는 당해 신탁에 관한
권리를 당해 신탁의 수익자등이었던 자로부터 증여(당해 수익자등이었던 자의 사망에 기인하여 수익
자등이 존재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75) 김병일․남기봉,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1호, 2012,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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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탁에 유보하는 경우 신탁을 단순히 도관으로만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신탁을 과세이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76)을 고려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완동물 사육을 위한 경우처럼 수익자부존재신
탁의 경우, 어떠한 대상이 그 수익을 향유하지만, 그에 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존재하
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한 경우와 비교할 때, 조
세공평의 부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는 장기간 신탁이익의 유보를 통해 과세이
연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77)
이와 같이 외국에서는 신탁이 조세회피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탁자과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인정하나, 이는 수익자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보완조치로서 조세회피행위 방
지와는 거리가 있다.78)
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과세방법으로서 신탁실체설의 사고방식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을 대상으
로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수탁자는 신탁에서의 실질적 수익자가 아
니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신탁의 설정에 따라 수
탁자에게 있어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이 분별된다(신탁법 제37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관련 조세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탁자가 수익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점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의 논의도 살펴볼 수 있다.79) 즉, 수탁자과세와 관련하여 수익자는
76)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21면.
77) 김병일․김종해,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권 제3집, 2011, 306－
307면.
78)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18면.
79)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구분한 의의에 대해 입안담당자의 제도창설
의 취지설명에서는 ‘그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수익분
배시에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그 신탁재
산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신탁의 수탁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설명에 대해 岡村교수는 ‘일정한 신탁이 수익자과세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말하자
면 소극적인 이유제시에 그치며, 수익자과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법인과세인가
(개인소득세 혹은 제3의 과세방식은 없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거로서 예컨대, 신탁에 의한 사업은 법인에 의한 사업과 동일한 실태를 가진다
는 것과 같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으로서 岡村忠生, “多様な信託利用のための
税制の提言”, ｢信託研究奨励金論集｣ 31号, 2010,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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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으므로, 신탁관계에서 남은 당사자가 위탁자와 수탁자인데, 위탁자는 신탁에 대한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과세가 타당하다는 것은 법적근거로서 부족할 것이
다. 즉, 어떠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수탁자과세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미국 신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익이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탁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익자가 존재하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수익자가 출현할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가 있음으로
인해 신탁도관설에 따라 수탁자는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수익자에게 바로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익
자가 상당히 먼 미래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불필요한 과세이연이 발생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위와 같은 과세이연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법률관
계를 형성할 것이므로 수탁자과세가 필요한 것이다.80)
셋째, 신탁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에 따라 실제 그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점이
언급된다. 다만, 위탁자과세신탁에 있어서는 경제적 수익 뿐만 아니라 당해 신탁에 대한 지배․
관리․통제권과 같은 권한들이 과세의 근거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
우에도 적어도 당해 신탁재산의 지배와 관리는 수탁자가 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보유를
근거로 한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탁자 역시 수탁자에게 아무 이유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즉, 양자 간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재산의 관리에 대
해서는 수탁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81) 이러한 당사자간의 진실한 법률관계를 고려한다면,
신탁재산의 지배관리권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80) 첫째,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등 위탁자를 실질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부존재하는 경우에만 위
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나, 개정안에서는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과세
를 허용한 것이다. 둘째,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일정한 경우에
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29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과 관련해서도 위탁자과세에 대한 요건과 관련한 논의와 수탁자과세신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81) 정순섭,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BFL｣ 제17권, 2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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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정부가 2020. 7. 22.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소
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다양화하였는데,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 과세의 범위를 확
대하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세신탁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82) 그럼에도
현행 상증세법과 관련해서는 신탁과세에 있어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부존재신탁의 경우, 위탁자에 대한 과세범위 및
수탁자에 대한 과세의 논의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탁법과 세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에 관한 존속기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과세이연 및 신탁재산의 평가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그 필
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둘째,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이념을 반영한다면, 위탁자가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신에
게 증여한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소득세의 문제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
러하지 않다면, 동일한 규정이 소득세법에도 존재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위탁자신탁과세, 일본의 특정위탁자나 의제수익자와 같은 개념들
을 참고함으로써 실질과세에 입각한 과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한 이후 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당해 수익자는 누구로부
터 신탁수익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조세를 부담한 이유가 수익자로 의제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새롭게 수익자가 된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탁자의 상속
인은 직전 수익자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가 아니라 직전 수익자로부
터 후순위 수익자에게 증여가 행해지는 것으로 법률관계를 구축하여 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익자부존재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과
세방식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견해는 수탁자는 신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견해일 것이다. 하지만, 위탁자과세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위탁자과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82) 이중교, “신탁 관련 소득과세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세무와 회계 연구｣ 제9권 제3호, 2020,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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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고방식 혹은 판단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에 있어서
수탁자과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과세방식을 인정하더라도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신탁재
산에 대한 관리, 운용, 처분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관련되는 권한들을 가
지는 것을 바탕으로 과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세가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면,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과
세이연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고려
할 수 있는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실질과세와의 충돌, 납세자의 과도한 과
세이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입법론적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수익자부존재신탁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본 논문이 현행 법제와 외국제도
를 고찰함에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대주주의 기업승계 유인을 중심으로－

김 혜 성
(세무회계 세아)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475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대주주의 기업승계 유인을 중심으로－
83)

김혜성*

<요 약>
최근 발행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사채매수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이 증가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재되어 주식의 이연발행형태라고 평가되는
데, 전환가액 하향조정을 이용할 경우 신주의 할인발행이 가능하므로 지분율을 초과한 제3자 배정
은 기존주주의 부가 전환권을 행사한 자에게 이전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대상으로 제3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를 부가하여 발행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영향력과 기업승계 유인이 전환사
채 발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해 지배주주
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편법적인 지분의 확대에 유리한 재무조달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자집단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지분
율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제3자 콜옵션 전
환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유의한 증가세를 보였다. 셋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최대주주의 연
령이 평균(55세)보다 높을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클수록 그 발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해당 전
환사채가 경영권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라는 신종증권 발행 동기를 최대주주의 기업승계 유인과 연계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세무계획 동기가 기업의 재무구조조달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기인한 사익추구 거래가 소수 주주의 이
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콜옵션 전환사채, 기업의 승계, 세무계획, 증여세

* 세무회계 세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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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환사채는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때로는 발행회사
가 매수청구권(콜옵션)을 갖는 전환사채가 발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이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발행회사가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채권자의 원금
을 조기에 상환, 소각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발행회사 기존주
주의 과도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할 수 있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3
년 새로운 형태의 메자닌 채권(Mezzanine financial product)이 발행되었는데 이는 사모 전환사
채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것(이하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이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특수관계자가 신주전환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사모 분리형 신
주인수권부사채와 유사하다. 오히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신주전환에 따른 이익이 확실해
지는 시점까지 옵션의 행사자 지정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
채보다 옵션 보유자에게 유리하다(윤평식, 2020b). 그런데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편
법승계에 악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발행이 금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도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기업승계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편법적인 기업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우
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방법이 정
해져 있지 않고 전환이 금지된 기간에는 채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에는 신주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회사의 주가가 낮을 때 콜옵션을 부여하고 주가가
상승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전환한다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기업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적 증거들이 있
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경동제약의 경우 대표이사의 장남을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
하였고 장남은 동 옵션을 모두 행사하여 자신의 지분을 14%에서 18%로 증가시켰다. 또한, 코
스피 상장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현정은 회장을 제3자 콜옵션 전
환사채 행사자로 지정한 바 있으나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행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금융위원회에서도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문제점을 인식
하고 2021년 5월 3일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10월 현재 금융위원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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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절차에 따른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언론 보도와 일화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승계 유인이 제3자 콜옵
션 전환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 실증적 의문이다. 이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
채는 사채권자 외에 제3자에게도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
다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위원회에서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발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던 것도 편법승계라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
과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승계보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실
질적인 사업상 동기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승계 유인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만 발행되는 독특
한 채권인데(윤평식, 2020b) 이에 관한 몇몇 실증연구들이 있었다. 윤평식․장승현(2020)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기업 중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기업을 조사하여 이들 기업이 시가
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조항을 이용하여 발행 이후 연도에 이익조정액을 줄여서 전환가액을 하
향 조정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평식(2020b)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이나 전환청구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이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3자 콜
옵션의 편법 기업승계 유인 여부를 실증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에 기업승계 유인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선행논
문들과 차별화된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 동기에 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지배주주 지분
율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가설1). 만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기업승계 유인으
로 발행된다면 높은 지배주주 지분율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배주주가 자신의 승계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야지 기업승계나 지분확대 목적으로 제3자 콜
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견
제로 인하여 사채가 발행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배주주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
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주주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강해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가설2). 기업승계 유인은 지배주주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지배주주 지분율과 연령
의 상호작용 효과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전환사채의 발행 동
기가 기업승계 목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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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검정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7년 동안 우리나라 코
스피와 코스닥 시장 기업들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 중에서 제3자 콜
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와 그렇지 않은 전환사채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지배주주 지분율과 연
령 그리고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주주의 지분율
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해 지배주주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편법적인 지분의 확대에 유
리한 재무조달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
자집단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
유경영자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셋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최대주주의 연령이 보다 높은 집단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
이 클수록 그 발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동 전환사채의 발행이 경영권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유인
을 기업승계 유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와 관련된 규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언론에서 소개된 기업의 세무계획 사례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와 세무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가설을 도출
한다. 제Ⅳ장에서는 연구표본과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한
다.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분석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사례 검토
1. 제3자 콜옵션전환사채의 발행구조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가 미리 약정한 전환가액에 발행회사의 주식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를 행사할 수 있는 메자닌 금융상품이다. 채권으로 보
유할 때는 원금이 보장되는 한편, 기간 보유분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다. 투자원금 대비 주가가
상승할 시에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다. 발행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479

경우에도 최초 전환가액을 조정1)하여 채권자의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발행회
사가 파산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의 상품이다.

2013년 이후부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전환사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부가된(이하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새로운 형태의 전환사채가 시장에 등장하였
다.2) 여기서 제3자란 보통 발행회사의 지배주주, 지배주주의 자녀 등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으
로 발행회사는 사전약정된 한도(20～100%) 내에서 사채권자에게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또는 제3자의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청구권 행사기한까지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전환사채등의 메자닌 채권
은 최초발행 시점에 전환가액과 신주발행 수량이 정하여지나,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
가액을 하향조정3)할 수 있어 그 실질이 주식의 할인발행과 유사하므로 특수관계인등이 그 지분
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기존주주의 부가 신주를 인수한 주주로 이전되는 효
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환사채의 사모 발행은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 그
발행대상을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로 하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분리형 사모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이러한 제한 규정을 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문기관투자자에게 발행
하고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저가에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하여 편법적으로 지분율
을 확대하는 등 경영권 강화등에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3년 8월 29일 이후
자본시장법 제163조의 개정으로 그 발행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현재 새로이 시장에서 발행되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신주전환권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특정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점에서,
그 구조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매우 유사4)한 것으로 보여진다.

1) 증권발행공시규정 제 5－23조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Refixing조항)
2)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2014년에는 발행건수가 10건에 불과하였는데 2020년에는 219건으로 전체
전환사채의 40%를 차지하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 약 3조억원으로 일반전환사채(2.9조
원), 발행회사만 콜옵션을 가지는 전환사채(1.5조원)보다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3) 전환가액하향조정은 발행 후 주가가 전환사채 발행 시 주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이 해당 시점
시가 해당액으로 조정하는 조항으로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 상승하여도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리픽싱이 이루어진 후 다시 상승하는 ‘유(U)자형’ 주가의 경우 전환사채 투자
자는 하향조정된 전환가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 주식할인발행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4) 오형주, [CB 콜옵션 거래 “경영권 편법 강화” vs “기업 자금조달 촉매”], 한경닷컴, 2019.05.02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75817 (2021.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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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조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메자닌 채권을 주요 운용자산으로 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출범에
따라 2018년 이후 그 발행이 가속화되었다.5) 코스닥벤처펀드는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어 시장
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발행회사가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자 콜옵션은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전환가격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내가격의 경우에
지정된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선택적으로 옵션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옵션행사자 입장에서
는 기존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보다 주가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낮다. 이에
윤평식(2020b)은 기존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옵션의 프리미엄에 해당하
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초기에 해당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지정만을 요할 뿐, 옵션매입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현행법상 발행이 금
지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보다 대주주등에게 더 유리한 방편이라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매수청구권의 지정 내역, 옵션 프리미엄의 금액, 실제 행사여부등의

5) 코스닥벤처펀드는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우선 배정해주고 개인이 3년 이상 펀드를 유지하면 연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
택을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 있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총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코스닥 벤처 신주등에 투자(벤처기업 신주 15%,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
내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해야 하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등
메자닌 채권이 투자비율을 충족시키는 신주의무비율로 인정되어 증권사에서 낮은 금리나 발행 회사등
에게 선택권을 주는 매수청구권을 포함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발행을 요청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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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므로6) 지배주주들은 외부의 감시없이 동 상품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윤평식, 2020b).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
한 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실제 행사된 시점 및 발행법인이 전환
사채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을 자본시장법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공시하여야 함
나.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한도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최대
주주 등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 조건에 주식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하락조정
(Refixing)을 포함할 경우, 하락조정 후 주식 시가 상승시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까
지는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조정

2.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활용 세무계획에 대한 일화증거
1)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
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8)한다.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등의 전환증권은 그 재산의 성격이 사채의 성격과 자본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른 평가액이 상이하다.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기간에는 만기상환금액
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

6)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9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발행회사가 제3자에게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옵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발행
된 전환사채의 공시내역을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기업들은 발행시점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제3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성명, 관계, 목적은 미정으로 기재하여 이해관계자와 발행회사의 관계,
콜옵션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7) 상증세법 제60조 1항
8) 상증세법 제6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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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9), 주식으로 전환
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앞의 가액과 전환사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
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10)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1항). 이는 전환이 금
지된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이 강하여 사채의 평가원칙을 준용하고,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
주의 가액을 반영하여 주식평가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전환사채의 콜옵션은 평가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11)(문성훈․이영
한, 2019) 그 구조가 유사한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12)나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른 조건부 권리
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존재하나, 실무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전
환사채에 대해서 옵션을 개별적인 상증세법상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전환사채 평가
로 갈음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메자닌 채권의 경우 주식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재산 평가규정을 다르게 적용받
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전환 금지 기간을 이용하여 전
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후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고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
세차익을 얻는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고, 증여세액도 절감할 수 있

9) 전환사채 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의 사채가격＝㉮ 또는 ㉯

㉮
㉯

만기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평가기준일까지 발생이자 상당액
＋평가일부터 만기일까지 이자의 현재가치

(r：적정이자율(8%, 2021년 9월 기준), R：사채발행이자율, n：만기, m：잔여만기)
10) 전환할 경우의 주식가격＝㉮－㉯
㉮ 전환시주식가액
㉯ 배당차액＝1주당 액면가액×직전기배당률×

사업연도개시일－신주배당기산일전일
365

(r：적정이자율(8%, 2021년 9월 기준), R：사채발행이자율, n：만기, m：잔여만기)
11)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그 실질적인 성격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 2항 1호 가목이나 2호 나목으로 평가하여야 할지, 조건부 권리로 보아 동법 제65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하여야 할지 등의 의견은 분분한데, 상증세법 제65조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평가원칙을 선언한 일반규정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서 옵
션을 개별적인 상증세법상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 전환사채평가로 갈음하고 있다.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
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적정할인률에 의해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0’이하면 ‘0’으로 하고,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 앞의 가액과 해당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
가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1항 1호 가목, 2호 다목).

제3자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의 발행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483

는 기업승계 세무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다.13)

2) 사례분석
：경동제약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이용한 증여세 절감사례
코스닥 상장법인인 경동제약은 최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해 후계자의 지분을
증가시키고 기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주가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 전환사채를 발행
하였는데, 이후 시가의 조정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되고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증가하였고, 주
가가 상승하자 발행기업은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 청구인을 경동기업의 류기성부회장으로 지
정하고 향후 신주전환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경동제약은 설립된 지 40년 이상 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최대주주 류덕희 회장의 연령이 만

80세가 넘어 기업승계 유인이 발생하였다. 경동제약은 2019년 9월 27일 액면가 280억 원의 ‘제
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다. 동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수익률은 각각 0%
로 사채 만기는 5년이다. 사채에 최초전환가격의 70%까지 리픽싱되는 조항이 부여되었으며 조
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매수청구권(call option)이 부여되었다. 콜옵션의 경우 발행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사채를 매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옵션행사권자가 사채의 40%
에 대하여 매수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사채인수인은 회사 혹은 제3자의 매수청구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사채 전환 행사기한 만료일까지 본 사채의 40%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사
채의 전환청구는 사채 발행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발행회사 혹은 제3자의 매수청구권은 발행
일로부터 11개월 이후 행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외 자산운용사에서
전액 인수하였다. 최초의 전환가격은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라 8,212원, 전환 가능 주식 수는

3,409,644주로 정해졌으나 이후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환가액은 6,637원, 전환 가능 주식 수
는 4,218,773주로 조정되었다.
이후 경동제약의 대표이사 류덕희 회장의 장남 류기성 부회장은 제 4회차 전환사채의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되었으며 동 옵션을 모두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 이후 전환청구 가능
일의 익일 전환사채 전환권을 모두 행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류기성 부회장의 주식수는 기존

370만주(13.94%)에서 538만 7,508주(18.27%)로 늘어났다.14) 신주전환가액은 6,637원으로 전환

13)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및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에서는 분리형 신
주인수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원고)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증권회사는 인수인이 아닌 투
자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 강인효, [오너 2세 류기성 부회장, CB 전환으로 지배력 강화], 더벨, 2020.10.07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0061504164680101333(2021.10.1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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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동제약의 주가는 22,600원이었다. 류기성 부회장의 매수청구권자 지정 시기와 매수청구
권의 정확한 취득가액, 시기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제3자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과 실제 행사
시점의 기간이 1달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수청구권은 1달 이내의 단기간만을 보유한 이
후 전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승계에 대한 세금계획 중 하나는 기업의 주가를 예측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증여
를 하는 것이다. 높은 주가에 증여를 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예나․박주영․최기호, 2015). 그런데, 경동기업의 경우 전환사채의 콜옵션
을 이용하여 이러한 위험 없이 해당 시점 주가 하락액(전환가액 하향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주식증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거래를 이용하면 실제 승계대상 지분의 평가액도 절
감할 수 있는데, 류기성 부회장이 전환사채의 매수청구 권리자로 지정된 시점의 상증세법상 전
환사채의 보충적 평가액은 사채의 현재가치 가액인 112억원이며, 실제 주식전환 시점 평가액과

265억원의 차이15)가 존재한다. 이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른 평가방법(사채
와 주식의 평가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16)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옵션 증여 및 양도거래는 과거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의 전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

15) 전환가능여부에 따른 전환사채 상증세법상 평가액
전환사채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의 평가가액

A. 발행이자율로 계산한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현재가치차이금액
전환사채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의 평가가액：Max[가, 나]

112억원
112억원
377억원

가.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현재가치차이금액＋기간경과이자분

112억원

나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의 가액(B－C)

377억원

B. 신주인수주식가액：@22,600×1,687,509

381억원

C. 배당차액：500원×60%×270/365×1,687,509

3.74억원

16)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이 신주인수권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 상증법상 신주인수권 평가로 갈음
한 전환사채 제3자 call 옵션 공정가치
Max[가,나]

265억원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의 평가가액 (A－B)

35.6억원

A. 발행이자율로 계산한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현재가치차이금액

112억원

B.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현재가치차이금액

76.4억원

신주인수할 경우 자본소득 (C－D－E)

265억원

C. 신주인수주식가액：@22,600×1,687,509

381억원

D. 배당차액：500원×60%×270/365×1,687,509

3.74억원

E. 인수가액：@6,637×1,687,509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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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에서는 과거 발행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증권회사는 인수인이 아닌 투
자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는 제 3자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0
조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동 판례가 나온 이후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 또한 증여세 과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발행회
사들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통한 승계 계획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17)
이런 변칙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매수청구
권을 가지는 등,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고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취득 제한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발
행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향후
이러한 세무계획이 적법한 승계계획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Ⅲ.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1. 선행연구 검토
가치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일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
을 적용받게 되는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가한 사채를 이용하면 발행비용을 낮
추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Stein(1992)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 기업의 가치가
저 평가되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보다 채권을 발행한 후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가하여 이연 주식발행의 수단으로 전환사채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Graham and Harvey(2001)은 경영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환사채 발행의 주된 동기는 주식발행을 이연하는 것으로 자기자본의 증대에 있다고 하였다. 양
성국(1994)은 전환사채 발행은 이자 비용의 감소를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보다 신주를 발행하는
17) 동 거래가 상증세법 제 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류기성 부회장이 경동제약의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시기는 전환권행사가 금지된 시기로 전환사채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다. 신주인수권평가로 갈음한 콜옵션평가액은 약 36억원으로 옵션을 적정가액을
주고 산 양도거래일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당 옵션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도 취득한 주식평가액에 비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

486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것에 가까운데, 단지 그 기간이 연기되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윤평식(1999)등은 유상증자와 전
환사채의 공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둘의 공시 효과가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서정
원․정무권(2004)는 전환사채의 공시효과에 따라 국내발행 전환사채는 채권보다는 주식에 가까
운 성격을 보인다고 하였다.
회사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 등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주식의 가액에 따라 기존주주의 부가 재분배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
우에는 기존주주의 부가 희석된다(강효석, 1988). 전환가액 하향조정(Refixing 조항)이 적용되는
전환사채의 신주전환가액은 일반적인 유상증자가액과 차이가 존재하는데, 동 조항으로 인하여
발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변동하는 주가 중 가장 낮은 가액(70%하한)이 실질적인 전환가
액이 되어 실제 전환 시점에는 주식 할인발행에 해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욱, 2001).
장승혁․윤평식(2020)은 사모 전환사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기업이 이익조정을 통해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고 이는 편법적인 지분확대, 직계비속으로의 경
영권승계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전환사채는 그 공시의 효과등으로 볼 때, 채권보다는 이연된
주식발행과 유사한데, 리픽싱조항으로 전환가액이 하향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은 주식의 할인
발행 효과를 가진다. 제3자 배정 주식 할인발행의 경우 기존주주의 부가 희석되고 신주의 주주
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발행하므로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행사로 시가
보다 낮게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이는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권 강화를 위한 지분율 확대나
경영권 승계등의 유인이 존재한다.

2. 가설 설정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 시점에 따라 전환권 행사금지 기간에는 사채의 성격을 가지며 전
환권 행사 가능 시점에는 발행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어 자본의 성격을 가지는 혼성증권이
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사채를 보유하여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회사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사모로 발행하
는 경우 발행절차가 유상증자에 비해 간소하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얻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으로 전환권 행사
시 신주발행에 비해 저가로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신주배정을 통해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점으로 경영권의 편법 강화나 후계자의 지분율 증가를 위해 해당 증권이 사용되고 있음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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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최대주주등이 경영권이나 지분율을 확보하려는 유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환사채와 같은 메자닌 채권은 채권자의 원금 보호를 위하여 채권
발행 이후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
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저가로 유상증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장승혁과 윤평식(2020)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리픽싱조항을 악용하기 위하여 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한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메자닌 채권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주식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
이 상이 하기 때문에 주식 전환금지 기간을 이용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만을 증
여 혹은 매입한 후 시가가 상승하여 시세차익이 예상될 경우에 행사한다면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수 있고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다.
메자닌 채권이나 유상증자등의 자금조달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상법상 규
정하고 있는데, 대주주나 경영자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해 자
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신민식․김수은, 2010). 특히 안홍복 등(2002)은 우리나라
의 지배 구조상 대리인 문제는 소유경영자인 지배주주와 외부 소액 주주간에 나타난다는 사실
을 검증하였는데 최대주주등 지배주주가 경영권까지 장악하는 경우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사
회 결의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기 때
문이다. 김석봉(2017), 변진호․김수인(2016)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상증자 시 주주
배정 방식을 선호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발
행회사의 특수관계인, 경영자나 최대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 저가의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최대주주등은 이러한 채권의 발행을 유도하여 사익추구행위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매수선택권은 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과 그 구조가 유
사하여 행사자가 적은 비용으로 본인의 지분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상증세법상 평가시기를 이용
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어 대주주의 지분확대, 지배주주의 직계비속으로의 경영권승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최대주주등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품의 발행을 유도할 것이고 이러한 사익추구
거래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최대주주 지분율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은 정의 관련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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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상장기업 중 대다수는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설립되었는데 이에 기업의
창업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최고경영자(창업자)
의 비율은 전체기업의 36.7%이고 최고경영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비율도 전체 코스닥 기업
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에 최근 기업의 지배주주들은 기업의 승계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승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오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견기업 중
앙회가 기업승계에 대하여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5%,

71.7%가 기업승계시 가장 큰 고려점으로 상증세등의 ‘조세 부담 절감 여부’를 선택하였는데 우
리나라의 상증세법에 따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경영권이 수반되는 주식의 경우 할증과세

(20%, 중소기업제외)가 적용되는 등 세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아 조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승계를
포기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장려하고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
세 과세특례제도19)와 사후상속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제도20)를 두어 상증세부담을 일부 완화하
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기업 약 30,000개 중

97%21)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2020년 기준 75건(증여세과세특례의 경우 113건)에 불과
하다. 세제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2019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가업상속
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 사후요건이 까다롭고 한도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들이 기
업승계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또 다른 조세회피 전략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22)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배주주들은 다양한 방법등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승
계방법을 선택하는데(김예나외, 2015) 그 중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신주인수권부 사
채와 전환사채등의 메자닌 채권이다. 전환이 가능한 채권등을 이용한 편법증여는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 신주를 낮은 가액에 후계자에게 발행하고 후계자의 지분율을 확
충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증세법상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방법
의 차이로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발행되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중 하나로
18) 문가영, [늙어가는 코스닥 CEO, 가업승계 못해 37%가 60대 이상], 매일경제, 2021.07.06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03572/ (2021.10.14.확인)
1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2019)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4p.
2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9.5.23.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14p. 참여연대(2019)는 기업승계 세
제를 회피할 의도를 가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일감몰아주기뿐 아니라 합병, 분할, 종류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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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최대주주의 연령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기업승계유인이 있다고 보아,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그 발행 여부를 그룹간 비교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가설 2：최대주주의 연령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최대주주
지분율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이 갖는 정의 관련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Ⅳ. 연구표본 및 모형
1. 연구 표본
본 연구는 기업의 최대주주등의 영향력에 따른 세무계획 승계 유인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4년23)부터 2020년까지 7년의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최초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 12월 결산기업
2) 비금융업
3) 전환사채 발행기업
4)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에서 재무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입수 가능 기업

표본의 결산월 및 업종별 고유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12월 결산기업임과 동시에 비금융업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동일자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콜옵션 여부 등 발행조건이 유사한
경우에는 1건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제약을 부가하여 구한 표본은 모두 2,038건으로 제3자에
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전환사채 566건과 콜옵션이 없는 표준형 전환사채 1,472건으로 구성된
다. 발행회사만이 콜옵션을 가지는 경우는 해당 옵션이 전환사채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세무계

23) 제3자가 발행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는 2013년 10월 31일에 크루셜엠스㈜가 발행
공시한 건인데(윤평식 2020b, 344), 2013년에는 실제 발행건이 1건에 불과하므로 전환사채 표본은
2014년 이후 발행된 건으로 선정하였다.

490

2021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획에 사용될 수 없는 구조로 그 발행규모 또한 100여건으로 전체 대비 표본규모가 유의하지 아
니하므로 제외하였다.

<Table 1>의 Panel A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기업－연도별 개수와 제3자 콜옵션 전환
사채의 연도별 비율을 보여준다. 2014년에 콜옵션 전환사채는 표준형 전환사채 발행건수 134건
에 비해 10건으로 7.5%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표준형 전환사채 발행대비 약 72%(194건
대비 139건)가 제3자 콜옵션이 부가되어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연도별 표본
개수는 2,038개로 확인되었다. Panel B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표본의 산
업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기업－연도는 1,230개로 전체표본의 60.35%를 차지하
고 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의 기업－연도는 350개로 17.17%, 정보통신업의 기업－연도는

238개로 11.68%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Sample Selection
Panel A：Sample Size by Year Classification
Year

Sample
Non_calloption

Percentage

Calloption

Percentage

Total

2014

134

9.10%

10

1.77%

144

2015

205

13.93%

20

3.53%

225

2016

282

19.16%

57

10.07%

339

2017

220

14.95%

87

15.37%

307

2018

229

15.56%

128

22.61%

357

2019

208

14.13%

125

22.08%

333

2020

194

13.18%

139

24.57%

333

Total

1,472

100.00%

566

100.00%

2,038

Panel B：Sample Size by Industry Classification
Industry Classification
A00000/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1－03)
B00000/ Mining and quarrying (05－08)
C00000/ Manufacturing (10－33)
E00000/ Sew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37－39)
F00000/ Construction (41－42)

Sample
Total
Non_
Percentage Calloption Percentage
calloption
1

0.07%

0

0.00%

1

10

0.68%

0

0.00%

10

849

57.68%

381

67.31%

1,230

6

0.41%

3

0.53%

9

55

3.74%

11

1.9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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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Selection (continued)
Panel B：Sample Size by Industry Classification
Sample
Industry Classification
G00000/ Wholesale and retail trade (45－47)

Total
Non_
Percentage Calloption Percentage
calloption
269

18.27%

81

14.31%

350

23

1.56%

2

0.35%

25

I00000/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55－56)

2

0.14%

1

0.18%

3

J0000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58－63)

179

12.16%

59

10.42%

238

L00000/ Real estate activities and renting and
leasing (68－69)

1

0.07%

0

0.00%

1

M00000/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70－73)

37

2.51%

23

4.07%

60

N00000/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74－75)

15

1.02%

2

0.35%

17

P00000/ Education (85)

16

1.09%

0

0.00%

16

9

0.61%

3

0.54%

12

1,472

100.00%

566

H00000/ Transportation (49－52)

R00000/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90－91)
Total

100.00% 2,038

1) Industry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fist digit number in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2. 연구모형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Lewis et al.(1999), Suchard and Singh(2006), Simonyan(2005)이 증권
발행유인을 분석할 때 사용한 로짓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아래와 같은
식(1)과 (2)를 추정하여 검증한다.

                       
           ’_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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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          
      ∑  ∑   

(2)

제3자 콜옵션 발행여부 (calloption_dumi,t)＝제3자 콜옵션을 발행한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
Share＝최대주주의 지분율；
Age＝최대주주의 연령；
기업규모(SIZE)＝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총자산부채비율(LEV)＝총부채/기초총자산；
매출액증가율(Salesgrowth)＝(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영업현금흐름(OCFS)＝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외국인투자지분율(FSH)＝외국인투자자 지분율(%)；
기업가치(Tobin’s_Q)＝기업의 시장가치(시가총액)/기업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순자산가치)；
BIG4 감사더미(AUDIT)＝BIG4 제휴감사법인인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
현금유효세율(Cash_ETR)＝법인세납부액/세전이익；
시장더미(Market_dum)＝유가증권시장인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
연도더미(YEAR)＝해당 연도이면 ‘1’；그렇지 않으면 ‘0’；
산업더미(IND)＝해당 산업이면 ‘1’；그렇지 않으면 ‘0’.

식(1)과 (2)에서의 종속변수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제3
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면 1이고 일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1)을 추정한다. 가설1은 최대주주지분율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
채 발행 여부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1)에서의 관심변수는  인데
최대주주 지분율을 나타낸다. 가설1에 따르면 식(1)에서   ＞0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가설2는 가설1에서 보여주었던 최대주주지분율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간의 정
의 관계는 최대주주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이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식(2)을
추정한다. 식(2)에서는 식(1)에 최대주주 연령( )과  와  의 상호작용변수가 추가된
다. 가설2는 최대주주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사용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로 표본은 제
한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최대주주 연령은 표본 내 최대주주들의 연령 평균값인 55세 이상인 경
우를 1로 놓고 아닌 경우를 0으로 놓았다. 이렇게 최대주주 연령을 더미변수로 설정한 것은 상
호작용변수의 해석의 편의 때문이다. 본 논문의 가설2에 따르면 식(2)에서   ＞0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를 연구모형에 삽입하였다(운영섭․정용관 2001
；윤평식 2020). 기업 규모(SIZE)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중소․중견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고 이는 콜옵션 발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
율(LEV)이 높고, 매출액증가율(Salesgrowth), 영업 현금흐름(OCFS), 기업가치(Tobins’s_Q)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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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의 경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낮고, 재무 곤경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 수 있
으며, 전환사채를 이용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
인 투자지분율(FSH)은 기업지배구조의 대용치로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큰 경우 상대적으로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정보비대칭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BIG4 감사더미(AUDIT)의 경우
제3자 콜옵션이 기업승계의 목적으로 실시된다면, 감사인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non－

BIG4 감사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고, 각 연도별 및 산업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형에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모형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제3자콜
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최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로 정의되었다.
즉, 원인변수는 지분율이고 결과변수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인데, 모형의 내생성
이 존재한다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하는 결과로 지분율이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t＋1이상
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지분율이 즉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형의 내생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연구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에 대한 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은 추가
로 분석하지 아니하였다. 분석과정 중 이상치가 통계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표본
의 상위 1% 및 하위 1%에 대해 Winsorization을 실시하였다.

Ⅴ.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Table 2>에서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 최대주주지분율, 특수관계자포함지분율
(이하 ‘특수관계자지분율’)과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였다. Panel A에서는 전체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 Panel B에서는 제3자 콜옵션을 발행한 그룹(calloption_dum＝＝1)과 그렇지
않은 그룹(calloption_dum＝＝0)의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평균 비교분석(t－test)을 실시한 결
과를 요약한 것이다.24) Panel A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표본
24) 변수 중 사채 만기이자율(Maturityinterestrate), 전환사채발행비율(Convertibleshares), 리픽싱적용비율
(Refixing)은 사채 고유의 특성에 해당하여 통제변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룹간 비교를 위하
여 기술통계량 및 t－test에는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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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는 전체표본의 27.8%로 확인되었다.
지분율 변수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지분율의 평균은 약 21.1%, 최대값은 99.05%, 최소값은

4.6%로 확인되었으며 특수관계자지분율의 평균은 약 26.7%로 최대값과 최소값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자의 연령은 평균 54.8세로 확인되
었다. 통제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Lev)는 약 0.671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이 되었고, 매출액증가율(Salesgrowth)의 평균은 －0.348으로 음의 평균이 확인되었다. 추가
적으로 영업 현금흐름 역시 평균이 －0.049로 확인되는 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본 연
구표본과 같이 부채비율이 높고,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 현금흐름이 음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예상되고, Jen et al.(1997)이 주장한 대로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다른 자금조달원을 찾기 어려운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은 2.8%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되었고, 토빈큐(Tobin’s_Q)의 평균은 약 2.053로
확인되었으나, 최대값은 25.821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치가 우수한 기업－연도가 존재하지
만 대다수의 표본이 약 2.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업가치의 편차25)가 존재한다
고 판단된다. Big4 감사여부의 경우 표본의 약 16.9%가 Big4 제휴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현금 유효 법인세율의 평균은 －0.245로 확인되었다. 표본에서 코스닥의 비율
은 0.803로 확인되었고, 전문경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Panel B에서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기술 통계량
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평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자 콜
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샘플은 566개 기업－연도로 확인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72
개 기업－연도로 확인되었다. 최대주주지분율의 경우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의
평균은 23%,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은 20.8%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수관계자지분율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을 발행한 경우 30.1%, 그렇지 않은경우 26.5%로 확인되었는데, 평균 차이 분
석(t－test)결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최대주주지분율과 특수관계자지분율이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대
주주의 연령(Age)과 관련하여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의 연령은 평균 56.3세, 그
렇지 않은 경우의 연령은 평균 53.8세로 평균차이분석결과 1% 유의수준에서 연령의 평균 차이
가 확인되었다. 또한, 윤평식(2020b)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콜옵션을 가지는 전환사
채가 표준형 전환사채에 비해, 사이즈(Size)는 크고, 토빈큐비율(Tobin’s_Q)은 낮고, 영업 현금
흐름(OCFS)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제3자가 콜
25) 토빈큐(Tobin’s_Q)의 최대값은 25.821이며, 이후 최대값은 19.442, 16.515로 확인되었다. 분산은 3.180,
표준편차는 1.701으로 왜도(Skewness)가 5.022로 왼쪽쏠림이 확인되었으나, 정규성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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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경우, 만기보장이자율이 3.059%로 표준형 전환사채의 4.014%에 비
해 이자율이 오히려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윤평식(2020b)
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전환사채 발행시장이 코스닥 벤처 펀드등의 열풍으로 발
행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Descriptive Statistics of full sample
Std. Dev.

Min

Median

Max

calloption_dum

Variable

2,038

0.278

0.448

0

0

1

Share

2,038

0.211

0.178

Share_SP

2,038

0.267

0.204

0

0.5

SIZE

2,038

25.002

0.990

22.094

26.281

30.469

LEV

2,038

0.671

0.419

0.035

2.787

5.54

Salesgrowth

2,038

－0.348

0.726

－8.906

－4.044

0.819

OCFS

2,038

－0.049

0.159

－1.271

－0.285

0.701

FSH

2,038

0.028

0.052

0

0.275

0.550

Tobin’s_Q

2,038

2.053

1.701

13.074

25.821

AUDIT

2,038

0.169

0.375

0

0

1

Cash_ETR

2,038

－0.245

0.411

－1

0

0

Market_dum

2,038

0.803

0.398

0

0

1

Owner_dum

2,038

0.274

0.446

0

0

1

659

54.803

9.315

31

65

99

Maturityinterestrate(%)

2,038

3.749

1.987

0.5

7.935

Convertibleshares

2,038

0.279

0.330

0.01

1

2

Refixing

2,038

0.703

0.019

0.6

0.75

1

Age

N

Mean

0.046

0.327

0.518

0.991
1

15.370

Notes：Variables are defined as follows. 제3자 콜옵션 발행여부(calloption_dumi,t)＝제3자 콜옵션을 발행
한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특수관계자지분율(Share_SP)＝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기업규
모(SIZE)＝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총자산부채비율(LEV)＝총부채/기초총자산；매출액증가율
(Salesgrowth)＝(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영업현금흐름(OCFS)＝영업현금흐름/기초
총자산；외국인투자지분율(FSH)＝외국인투자자 지분율(%)；기업가치(Tobin’s_Q)＝기업의 시장가
치(시가총액)/기업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순자산가치)；BIG4 감사더미(AUDIT)＝BIG4 제휴감사법
인인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현금유효세율(Cash_ETR)＝법인세납부액/세전이익；시장더미
(Market_dum)＝코스닥시장인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Audit＝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Owner_dum＝소유경영자인 경우 ‘1’；그렇지 않으면 ‘0’；Age＝경영자연
령；사채만기이자율(Maturityinterestrate)＝사채 만기이자율(%)；사채 발행규모(Convertibleshares)
＝전환가능주식수/발행이전연도 총발행주식수；전환가액하향조정(Refixing)＝Refix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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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continued)
Panel B：Descriptive Statistics of calloption_dum(t－test)
Variable
Share
Share_SP

calloption_dum＝＝1
(Obs.566)

calloption_dum＝＝0
(Obs. 1,472)

Mean

Std. Dev.

Mean

0.230

0.199

0.301

0.259

0.605

－0.359

0.768

1.161

0.246

0.144

－0.056

0.164

3.365***

0.045

0.028

0.055

0.326

Salesgrowth

－0.321
－0.031
0.027

1.824

24.95

2.113

1.648

**

2.458

*

0
0.745
0.014

0.147

0.354

0.177

0.382

1.713

0.087

－0.266

0.417

－0.237

0.409

1.443

0.15

0.811

0.392

0.800

0.400

0.583

0.56

0.417

0.493

56.305
(obs：259)

10.046

Maturityinterestrate(%)

3.059

1.666

Convertibleshares

0.294

Refixing

0.313

Age

0
0.779

OCFS

Owner_dum

***

0.281

0.387

Market_dum

5.141

0

0.431

0.667

Cash_ETR

***

0.672

LEV

AUDIT

0.297

4.086***

0

0.864

1.897

0.200

4.173

25.138

Tobin’s_Q

0.265

Std. Dev.

1.03

SIZE

FSH

0.208

|t－value| p－value

0.219

***

0.414

8.479

8.685

3.255***

0.001

4.014

2.037

10.878***

0

0.333

0.273

0.322

1.269

0.204

0.102

0.314

0.101

0.218

0.828

53.83
(obs：400)

0

1)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able 3>에서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 최대주주지분율, 특수관계자지분율과 통
제변수의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
부과 최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 간의 상관계수(Rho)는 0.051, 0.056로 5%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최대주주지분율과 특수관계자 지분율간의 상관계수
는 0.887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3자 콜옵션 발행 여부
와 기업 규모(SIZE)와 영업 현금흐름(OCFS)간의 상관계수 역시 각각 0.085, 0.070으로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기업가치(Tobin’s_Q)간에는 －0.057로 확인되
었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과 경
영자 연령 변수(Age)간에는 0.130의 상관계수가 확인되었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다.

0.013

12. Market_dum

0.130
0.006

－0.029

－0.068

***

－0.020

0.022

0.030

－0.104

***

－0.010

0.175

***

***

－0.103

1.000

5

0.219

***

***

0.097

－0.309

***

－0.130

***

0.286

***

***

－0.257

0.132

***

***

0.331

0.006

*

－0.037

－0.041

*

0.032

0.001

0.020

－0.005

***

－0.183

0.344*** －0.762***

***

－0.236

1.000

4

0.031

***

0.109

－0.006

*

－0.042

0.046

**

***

－0.077

－0.030

***

0.134

1.000

6

0.049

***

0.093

0.035

－0.013

0.080

***

***

－0.191

0.043*

1.000

7

1) This table reports the pearson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two－tailed).
3) Please refer to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14. Age

***

0.199

***

－0.032

11. Cash_ETR

13. Owner_dum

－0.037

10. Audit
0.174

***

*

－0.105

0.086

***

***

0.108

**

0.056

**

0.018

***

－0.057

0.035

0.199***

1.000

3

－0.090*** －0.044**

0.073

**

－0.007

8. FSH

9. Tobin’s_Q

0.070

***

0.023

－0.006

7. OCFS

6. Salesgrowth

5. LEV

0.166***

0.085***

4. SIZE
***

***

0.887

0.056

1.000

3. Share_Sp

0.051**

2. Share

2

**

1.000

1. calloption_dum

1

0.069

*

－0.027

－0.001

0.001

0.085

***

***

0.065

1.000

8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0.028

*

0.042

0.085

***

**

0.044

0.012

1.000

9

0.040

***

0.085

－0.109

***

－0.024

1.000

10

**

0.086

－0.011

0.046**

1.000

11

－0.166

***

***

0.141

1.000

12

－0.024

1.0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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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지분율과 특수관계자지분율을 기준으로 영업 현금흐름(OCFS)의 상관계수는 각각 0.018,

0.056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인 지분율(FSH)는 각각 0.108,
0.086로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기업가치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105,
－0.103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2. 실증분석 결과
1) 가설1 실증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사인 최대주주지분율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여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로짓 회귀분석26)을 실시하였다. <Table 4>는 최대주주의 특
성에 따라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와 타 법인인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최대주주지분율 및 특
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
한 것이다. 최대주주의 형태를 개인과 타 법인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주주가 타법인인 경우 해
당 법인의 소유구조에 따라 직접 지분율의 영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상증세의 납세
의무자가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유인이 저하될 수 있는 점등을 고
려하여 주주 유형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보고자 함이다.

Model 1은 최대주주유형 전체 표본에 대한 대주주지분율을 독립변수로, Model 3은 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 Model 5는 타 법인인 경우의 샘플을 이용하였다. Model 2, 4, 6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최대주주만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정보비대칭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주주의 압력으로 지분의 영향력 행사에 제한이
존재하여 대주주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수관계인 집단의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기업경
영에 행사하는 지배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배기수․박범진, 2009). 실증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개인주주와 타 법인주주의 샘플을 합한 연구(Model 1, 2)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164, 1.796로 1－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증권발행동기에 대한 연구에서는 로짓 회귀모형이 주로 사용되는데 Carter and Manzon(1995), Ely et
al(2002), 고종권(2003b)은 우선주와 부채간의 발행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로짓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으며, 문성훈(2009)은 조세가 전환사채 발행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해당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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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ogit Regression Results
                   
 ’_       
 ∑  ∑  
Dependent

Variables：calloption_dumi,t
Total
(individual＋institutional)
Model 1
**

－6.411
(－2.10)

Intercept
Share

Share_SP

Model 2
**

－6.480
(－2.13)

individual_shareholder

institutional_shareholder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2.782
(－0.57)

－2.183
(－0.45)

－6.405
(－1.59)

－6.334
(－1.58)

coef.

1.164**
(2.00)

3.005***
(3.08)

0.520
(0.67)

margins
effect
(dy/dx)

0.217**
(2.02)

0.666
(3.12)**

0.085
(0.68)

coef.

1.796***
(3.08)

2.736
(－2.52)

**

margins
effect
(dy/dx)

0.334***
(3.14)

0.532
(2.56)

1.040
(1.36)

**

0.169
(1.37)

SIZE

0.153
－1.36

0.141
－1.27

0.006
－0.03

－0.025
(－0.13)

0.156
－1.07

0.153
－1.06

LEV

0.084
－0.36

0.097
－0.42

－0.157
(－0.26)

－0.149
(－0.25)

－0.105
(－0.39)

－0.079
(－0.29)

Salesgrowth

0.136
－0.85

0.159
－0.99

0.318
－1.12

0.329
－1.15

－0.051
(－0.28)

－0.021
(－0.12)

OCFS

0.847
－1.67

0.771
－1.53

－0.041
(－0.04)

－0.164
(－0.16)

0.911
－1.42

0.885
－1.4

FSH

－0.928
(－0.72)

－0.989
(－0.80)

2.575
－0.71

2.786
－0.79

－0.154
(－0.11)

－0.26
(－0.19)

Tobin’s_Q

－0.049
(－1.02)

－0.043
(－0.90)

－0.125*
(－1.91)

－0.125*
(－1.95)

－0.002
(－0.03)

0.004
－0.06

AUDIT

－0.163
(－0.72)

－0.19
(－0.84)

－0.278
(－0.84)

－0.235
(－0.72)

－0.292
(－0.77)

－0.315
(－0.84)

Cash_ETR

－0.093
(－0.54)

－0.086
(－0.50)

－0.219
(－0.64)

－0.206
(－0.61)

－0.039
(－0.19)

－0.028
(－0.14)

Market_dum

－0.066
(－0.30)

－0.039
(－0.18)

－0.078
(－0.20)

0.015
－0.04

－0.274
(－0.99)

－0.255
(－0.92)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 Year
dummies

*

MAX VIF

5.06

5.07

3.99

3.99

6.77

6.77

No. of observations

2,038

2,038

566

566

1,472

1,472

Pseudo R₂

0.110

0.115

0.234

0.231

0.096

0.098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from two－way clustering regressions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All t－values are based on two－
tailed tests using firm and year clustered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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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로짓 회귀분석의 한계효과27)는 0.217, 0.334으로 1－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해 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 증가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217%, 0.33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민식․김수은

(2010)의 선행연구에서 최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해 경
영권을 통제하거나 경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
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와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재무조
달 시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김수인․변진호(2016)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Model 3, 4는 개인주주인 경우의 실증분석결과, 최대주주지분율과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
하는 경우 제3자 콜옵션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3.005, 2.736으로 1－5%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효과는 0.666, 0.532으로 5%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 증가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
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666%, 0.532% 증가한다는 것이다.

Model 5, 6에서는 타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의 실증분석결과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의 경우 모두 제3자 콜옵션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0.52, 1.04로 양의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타 법인이 주주인 경우보다 개인대주
주인 경우에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주의 사적지분
확보등의 유인이 해당 증권발행유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odel 2, 4의
결과처럼, 최대주주와 동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집단의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행사
하는 지배력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의 모형에 연도 더미와 산업 더미를 통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모든 모델에서
2

7이하의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seudo R 는 Model 4, 5를 제외하곤 10% 이상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로짓회귀분석에서의 회귀계수의 값(β)를 해석할 때는 유의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서
의 계숫값은 ∂y /∂x로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를 의미하나, 로짓분석에서 추정된 계숫값은 ∂(log(p/(1－p))) /∂x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짓
분석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구한다. 한계효과분석은 로짓 회귀모형에서 독립
변수가 변화함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확률을 의미한다. 즉, 추정된 결과 예측모형에 독립변수의 실
제 값을 적용하여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기준 범주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계
효과를 활용한 결과의 해석은 로그 승산, 승산 변화에 대한 해석보다 더욱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Long, 1997；Mood, 2010；고길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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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대리인 문제는 광범위한 개념에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문제를 이야기 하나, 세
부적으로는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그리고 주주와 경영자사이의 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이상
철․김중화․박애영,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
은 경우가 전문경영인 체제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지배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가설 1에 대해서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를 소유경영자 그룹으로 그 이외의 경우를 전문경영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경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해
보았으며, 소유경영자 그룹에서 경영자지분율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에 미치는 영
향은 3.097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
가 나타났다.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한 한계효과는 0.73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증가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할 확률은

0.733%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 그룹은 경영자지분율이 제3자
콜옵션 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0.638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의 소유경영인과 전문경영인은 그 유형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
하여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전문경영인은 임기제한이 있으며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
등화되는 점의 유인으로 기업의 영업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임종옥, 2007). 앞선 실증분
석 결과로 미루어 보건데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영인의 유형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
정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설2 실증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최대주주의 연령변수를 이용하여 최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
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로짓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Model 1에서는 최대주주의 연령변수를 연속형으로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삽입하
였다. 즉, 최대주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콜옵션을 발행하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분석하였다. Model 2, 3에서는 최대주주의 연령변수를 전체 표본의 평균값인 55세를 기준28)
으로 연령이 55세 이상인 표본만을 실증분석하였으며, Model 4, 5에서는 최대주주의 연령이 55
28)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질문에 40.6%의 응답자가 10년이상, 33.7%이 6～9년이라고 답하였다. 기업승
계는 5～10년이상 걸리는 장기계획이라는점,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이 만 65세이라는 점을 감안
했을 때, 대표이사등 최대주주의 연령이 55세 이후부터는 기업승계를 준비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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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인 표본만을 실증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의 분석결과 최대주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콜옵션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3.633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한계효과는 0.803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증가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803%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최대주주 연령을 표본의 평균인 55세 기준으로 구분하
여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최대주주의 연령이 55세 이상 그룹의 경우(Model 2, 3), 최
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콜옵션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4.096, 3.957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한계
효과는 0.981, 0.983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 증가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
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981%, 0.983%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대주주 연령이 55세 미만 그룹의 경우(Model 4, 5), 최대주주지분율 지분율이 증가
함에 따라 제3자 콜옵션에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1.102로 유의하지 아니하였다(특수관계자지분
율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이는 언론에 수차례 보고된 바와 같이 제3자 콜옵션 전
환사채가 그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지분율을 확충하면서 증여세는 절감할 수 있어 기업승계에
임박한 기업이 동 상품을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추가적
으로 최대주주의 연령을 60세로 구분하여 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콜옵션 발행에 미치는 영향은 2.672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경영자 연령이 60세미만 그룹의 경
우 1.179으로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한 한계효과는 60세
이상인 경우 0.667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 증가할 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667% 증가하며 이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인데 반해, 60세 미만 그룹은 한계효과
가 0.271로 유의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대주주 연령이 60세 이상 그룹에서의
독립변수 영향이 최대주주 연령이 60세 미만 그룹의 독립변수 영향(coef.)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모형에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를 통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모든 모델에서
₂

10이하의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seudo R 는 모든 모델에서 20% 이상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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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ogit Regression Results using ShareholderAge
             ×        
        ’_   
      ∑  ∑  
Dependent

Variables：Calloption_dumi,t
ShareholderAge

Intercept
Age

ShareholderAge≦55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2.941
(－0.61)

－8.292
(－1.23)

－5.207
(－0.79)

0.896
－0.11

0.329
－0.04

***

coef.

3.633
(3.15)

margins
effect(dy/dx)

0.803***
(3.21)

Share

ShareholderAge＞55

Model 1

**

coef.

4.096
(2.49)

margins
effect(dy/dx)

0.981
(2.49)

1.102
(1.35)

**

0.218
(1.35)

coef.

3.957**
(2.53)

margins
effect(dy/dx)

0.983
(2.53)

Share_SP

1.632*
(1.70)

**

*

0.323
(1.72)

SIZE

0.008
－0.04

0.189
－0.74

0.045
－0.18

－0.088
(－0.28)

－0.074
(－0.23)

LEV

－0.196
(－0.32)

－0.759
(－0.72)

－0.529
(－0.51)

0.232
－0.28

0.131
－0.16

0.324
－1.16

－0.757
(－1.11)

－0.475
(－0.72)

0.494
－1.41

0.477
－1.36

－0.084
(－0.08)

－1.209
(－0.74)

－1.072
(－0.69)

0.98
－0.76

0.671
－0.52

2.708
－0.77

3.188
－0.68

3.736
－0.83

－5.35
(－0.68)

－4.841
(－0.63)

Salesgrowth
OCFS
FSH

**

***

***

Tobin’s_Q

－0.127
(－1.97)

－0.305
(－3.39)

－0.293
(－3.47)

0.061
－0.65

0.058
－0.6

AUDIT

－0.259
(－0.78)

－0.011
(－0.03)

－0.067
(－0.16)

－0.196
(－0.33)

－0.184
(－0.31)

Cash_ETR

－0.222
(－0.63)

－0.613
(－1.40)

－0.641
(－1.45)

0.05
－0.1

0.063
－0.13

Market_dum

－0.078
(－0.18)

0.195
－0.37

0.26
－0.51

－0.48
(－0.74)

－0.384
(－0.55)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9.30

MAX VIF

3.99

2.79

2.75

9.30

No. of observations

659

280

280

280

280

₂

0.236

0.275

0.278

0.248

0.249

Pseudo R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from two－way clustering regressions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All t－values are based on two－tailed
tests using firm and year clustered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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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본 절에서는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하여 앞선 가설 1과 2의 결과를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설 1의 분석결과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구분에 대하여 유의적
인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본다. 둘째,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 시세차익이 발
생하여 부의 이전 효과가 생기므로 대주주의 경우 추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유인이 있는 경우
증권발행확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정보비대칭효과
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정보비대칭 대
용치로 사용하여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
였다.

1) 시장을 구분한 실증분석결과
동 추가분석에서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을 하여 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
계자지분율이 제3자 콜옵션 발행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코스닥시장
은 소규모, 고성장 기업들이 주등록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유가시장 상장에 비하여 그 조건이
덜 까다롭기에 기업지배구조가 잘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향이 있는 점(문현주 2017), 제3자 콜옵
션 전환사채는 메자닌 채권을 주요 운용자산으로 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출범에 따라 2018년
이후 그 발행이 가속화되었으므로 코스닥 기업의 경우 그 조건이 발행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제3자
콜옵션을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 특성이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라고 예상된다. 분석결과 <Table 6>은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시장 그룹(Model 1, 2)에서는 최대
주주지분율과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0.62, －0.181로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유의적인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코스닥 그룹

(Model 3, 4)에서는 최대주주지분율 및 특수관계자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1.724, 1.195로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1－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한계효과는 0.317, 0.220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 증가
할수록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할 확률이 0.317%, 0.22%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모형에 연도 더미와 산업 더미를 통제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모든 모델에서 10
이하의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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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git Regression Results Including Market_dum variable
                 
 ’_        
 ∑  ∑  

Dependent

Variables：calloption_dumi,t
KOSPI
Model 1

Intercept

3.22
－0.6

Share

Share_SP

KOSDAQ
Model 2
2.891
－0.54

Model 3
***

－10.417
(－2.91)

coef.

0.620
(－0.29)

1.724**
－2.31

margins
effect(dy/dx)

0.122
(0.29)

0.317
(2.99)

Model 4

－10.171***
(－2.86)

**

coef.

－0.181
(－0.17)

1.195***
(－2.8)

margins
effect(dy/dx)

－.0358
(－0.17)

0.220***
(3.72)

Control variabl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MAX VIF

3.11

3.11

9.31

9.30

No. of observations

401

401

1637

1637

₂

0.223

0.223

0.114

0.117

Pseudo R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from two－way clustering regressions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All t－values are based on
two－tailed tests using firm and year clustered standard errors.

2) 자사주 매입비율 실증분석결과
동 추가분석에서는 대주주와 외부 주주간 정보비대칭효과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인
과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자사주매입은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 수단이라고 평가되는데, Vermaelen(1981), Miller와 Rock

(1985)는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영자등 내부 이
해관계인과 외부 주주간의 비대칭정보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오현탁․이치송(2000)은 자사주
매입 이후 평균 비정상 수익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자사주매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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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 하향조정조항으로 인해 원금이
보장되나, 전환권을 행사할 시점까지 주가가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주주는 전
환권을 포기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의 이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향후 주가 상승의 기
대여부에 따른 정보비대칭성이 증권발행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
자 한다. 동 추가분석에서는 종속변수를 자사주 매입비율(자사주 매입체결주수 / 직전연도 발행
주식총수), 독립변수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 여부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이후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는 약 150건으로 약 27%를 차지하였
으며, 표준형 전환사채의 경우 자사주 매입 비율은 15%에 불과하였다. 자사주 매입체결주수를
직전연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균차이분석(t－test)결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
우 자사주매입비율이 0.58%로 그렇지 않은 경우(0.33%)보다 평균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사주 매입과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의 회귀 분석결과

<Table 7>은 다음과 같다.
<Table 7> Regression Results Including using Share_Repurchase_Ratio
             
     

Dependent

Variables：Share_Repurchase_Ratio
Share_Repurchase_Ratio
Model 1
(coef.)

Intercept

－0.023
(－1.56)

calloption_dumi,t

0.002
(2.38)

Control variable

Included

Industry & Year dummies

Included

MAX VIF
No. of observations
2

Pseudo R

**

1.4
2,038
0.1252

1) This table presents results from two－way clustering regressions
2) ***, **,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All t－values are based on
two－tailed tests using firm and year clustered standard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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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가 발행함에 따라 자사주 매입비율은 0.002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외의 모형에 연도더미와 산업더미를 통제
하였으며,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모든 모델에서 2이하의 실증분석결과를 확인하였으며 Pseudo
2

R 는 1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중 전환사채 발행기업을 대상
으로 제3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부가하여 발행하는 기업에 최대주주의 영
향력과 개인적인 승계요인이 증권발행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3자 콜옵
션 전환사채는 2013년 이후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금지된 이후 시장에서 새로이 발
행되었는데 두 증권의 거래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기존에 편법적인 지분율 확대나 기업
승계에 여러번 사용되었던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과 동일하게 제3자 콜옵
션 전환사채의 발행이 최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율 확대등을 통한 사익추구나 경영권 승계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제3자 콜옵션 전환
사채의 경우 그 평가시기의 차이로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최
대주주의 연령을 기업승계 유인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주주의 지분율
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해 지배주주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편법적인 지분의 확대에 유
리한 재무조달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유경영자와 전문경영
자집단을 구분하여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
유경영자의 지분율이 증가할 때 제3자 콜옵션 발행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최대주주의 연령이 평균(55세)보다 높은 집단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
이 클수록 그 발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동 전환사채의 발행이 경영권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으
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공헌점이 있다. 첫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유인을
최대주주의 개인적 세무동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최근 제3
자 콜옵션 전환사채는 그 구조적 불공정성으로 인해 수차례 논란이 있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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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발행기업이 하는 이
익조정 행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유인을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본 연구는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최대주주의
개인적 특성(지분율, 연령등)을 통한 기업승계 유인이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에 기인한 사익추구 거래가 소수주주의 이익에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
황에서 본 연구는 해당상품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21년 5월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액
하향조정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의 지분율을 상회하는 제3자 콜옵션의 행사를 규율하는 증권발
행공시에 관한 규정 입법안을 내어놓았다. 이에 이 논문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 콜옵션 발행한도를 설정하거나,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규제 도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회사의 외부주주들에게도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발행공시를 통한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기업이 발행할 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수준, 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한도나 전환가액조정
여부에 따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의 실제 권리자
지정, 취득 여부, 제3자의 옵션행사에 따른 신주전환여부는 의무공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발
행 이후 결과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발행 이후 실제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이 얻은 이익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대용치를 사용하여 예측분석만을 수행했으며 이해관계인의
전환사채 취득 규모나 전환 규모, 전환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비율 등은 언론상 공시된 건만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므로 그 표본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분공시제도를 이용하여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를 실제 전환함에 따른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의 지분율 확대 규모를 실증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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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 약>
2017년부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평생직업교육마스터플랜]과 [전문대학혁신방안] 등 다
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을 인정하고 직접 선택하게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계체제 구축을 통하여 산업․현장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전문기술인재 양성하며 더 나아가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분야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회계전공 특성화고
와 전문대학,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2021년 9월에 발표된 ‘2022학
년도 전문대학 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은 비록 그 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마이스터대학 사업 선정대학만이 참여 가능하여 모든 전문대학의 모든 학과
가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계열학과는 석사학위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상업계열에 대한 교육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사전에 직업교육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바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정책에 대한
도입이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심층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
다. 특히, 연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
펴보고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윤우영과 이태정(2019)의 연구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시된 대학의 회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회계분야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우영과 이태정(2019)이 제시한 자격기반 교육과정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회계분야를 중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고－전문대학의 연계체제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
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의 연계체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안산대학교 교수
** 숭실대학교 교수
*** 숭실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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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21세기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직무역량으로 복합 문제 해결 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사회적 협
업 능력(social skills), 합리적, 비판적 사고능력(Process skills),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systems

skills) 등을 제시하였다(이수경과 박연정, 2021). 하지만 대학입시에 치중하여 획일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직무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신희경과 김우영, 2005). 특히 직업교육이 수행되는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대학진
학률이 높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자의 직무역량 확보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1) 이에 정부에
서는 직업교육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우영과 이태정(2019)이 제시한 자격기반 교육과정 연구를 기반으로 하
여 회계분야를 중점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
하기 위한 특성화고－전문대학의 연계체제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고숙련 실무형 전
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의 연계체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에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2017
년에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고교학점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전문대학혁신방안]으로 고등학
교와 전문대 사이의 수업을 연계하여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와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도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학’ 등 여러 방안들의 운영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운영계획을 통해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직접 선택하게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
라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계체
제 구축을 통하여 산업․현장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전문기술인재 양성하며 더 나
아가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21년 9월 2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1)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KES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성화고 졸업생(입대자와 기타분류
학생 제외)의 64%가 대학진학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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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석사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가 계획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2022학년도
부터는 전문대학에서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2).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들
은 4차산업 유망분야인 IOT 및 제조 기술분야와 전문대학이 강점을 가진 보건분야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상업계열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기 상업계열 특성
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이 스스로 준비하여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정책의 경우 목표와 방향이 현실에 적용되면 예상한 바와 달라질 수 있다. 연계체제 구축
을 통한 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고등학교에서 대
학 단계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취업과 대학단계로 이어지는 계속교육의 개혁을 제시하고 고등
학교와 전문대학간 2＋2 상호연계운영,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과정 이수자에게 전문대학의
문호개방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2＋

2교육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2＋2연계제도를 실업계고교에서 대학진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 동시에 대학에서도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수주목적으로 주로 진행되어, 비
연계과정과 특별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
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도입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심층적으로 밝
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연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구성원들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개선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윤우영과 이태정

(2019)의 연구를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시된 대학의 회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회계분야 교육과정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배경과 연계체제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는 고등직업교육 회계분야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연계체제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논문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연계교육 관련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교육부는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2) [교육부 09－27(월) 조간보도자료]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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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 중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고교
학점제와 전문대학혁신방안 등이 있다. 먼저, 고교학점제의 경우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출석이 졸업 기준이었던 ‘단위’에서 벗어나, 대학에서처럼 이수학점이 졸업기준이 되는

‘학점’으로 바뀌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하
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기
르며,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학생들이 갖춰야할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대학혁신방안은 학령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 도입과 ‘마이스터대학’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조기취업형 인공지능(AI) 계약학과’ 도입은 고교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AI 관련 중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사학위 취득 연계를 지원한다. 즉, 고등학교에서 AI
전문교과를 운영하여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전문대에서 교과과정 심화과정과 현장실무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마이스터대학’
의 도입은 신개념 고등직업교육 모델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없이 석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 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고졸 취업자가 전
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실무 중심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반대의 학문 중심 대
학원에 진학하여 석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마이스터대학에서 육성하는 것이다.
위의 제도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여 관련 전문교
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와 고숙
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필요성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연계체제의 교육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뉴칼라(사이버보안, 인공지능과 인지 비즈니스 전문
가,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계열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정
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상업계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계체
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2. 고교－전문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는 연계교육은 중등단계의 교육기관과 고등단계의 교육기관을 연계하
는 수직적 연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수직적 연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성로 외(1998)는 1997～1998년 사이에 도입된 실업계고교－전문대학간 2＋2교육과정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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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정리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는데,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2＋2
제도를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실제 필요한 기초교육 강화보다는 적용이 용이
한 전공과목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교단계의 직업기초교육을 강화시킬 것을 주
장한 동시에 직업군별, 계열별로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고교의 전공교과와 보통교과의 이원
적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장명희 외(1999)는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 연계교육을 위한 운영체제 및 교육과정 모형개발
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현재의 전문교과 내용과 수준이 학교급별에 맞지 않고
어려우며,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어 연계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연계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이수할 교
과목 중 중복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 학교급별로 교과목 내용을 이관하여 운영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초교과목에, 전문대학에서는 응용 및 심화 교과목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과정, 진로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엇다. 이상주(2001)는 설문연구의 방법으로 상업계 고등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보화 사회
의 도래에 따른 교육환경의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의 개편을 주장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방
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영관과 황옹익(2006)은 상업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회계원리 교과가 상업 교과 성격
및 목표에 적합한지, 교과 내용은 교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지 등에 대한 논제를 가지고 회계 실무자, 교수, 교사 등 3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회계 실무자들은 세무회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
에서는 선택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회계 원리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회계의 기본원리 중심의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특히 고교단계의 회계원리 교과에서는 ‘회계의 기초이론’, ‘분개와 전기’, ‘결산 정리와 재무
제표 작성’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수영(2010)은 문헌연구 및 설문연구를 통하여 회계 교과내용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재학 시에 세무회계를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는 학생은 차이가 있고, 세무회계 기
능급수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며, 회계의 기능급수가 세무회계에 교육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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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 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
세법, 기업회계, 전산회계, 전표기장실무, 세무기장, 원장 결산․기장실무 등의 교과목을 중점적
으로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형(2009)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산회계과목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됨에 따라,
적합한 전산회계교재의 개발과 함께 실무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정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4. 회계분야 전문대학 교육에 관한 연구
김은수와 정용우(2002)는 전국에 세무회계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방문면담 방법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세무회계 관련 전공의
운영현황, 실태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하려 하였다. 교육과정 및 내용 보다는 학과의 시설 및
교육성과와 교육여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어떠한 결론이나 개선점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장병식과 이기육(2003)은 설문연구를 통하여 지방 전문대학의 입학자원의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간 입학연계제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산업분야를
세무회계사무소로 한정하였으며 현재 대입제도에서 허용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제시하지는 못
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태정(2004)은 전문대학이 처한 구조적인 위기에 대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고 특히 세무회계
관련 학과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학과의 노력으로는 학과 명칭변
경 및 계열화 등이 있었지만 신입생의 모집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학과명의 변경
과 계열화 등은 세무회계학과의 경쟁력제고에 영향이 없음을 제시하였다.
윤우영과 김지영(2017)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주장하였으며, 회계전문직보다는 세무회계관련 사무
직, 경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만, NCS기반 교육과정이란 것이
당시 정부의 주도하에 전문대학 전체에 강제로 도입하도록 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이며, 세
무회계분야의 취업이나, 미래인력수요전망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융합형 인재양성이 될 수 있는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의 기반이 NCS라는 표준
화된 틀에 의하게 출발하여 NCS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우영과 이태정(2019)은 그간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하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 평가 및 질 관리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정형화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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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산업 환경변화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성과 달성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
정적인 견해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직업교육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질 관리 전반
에 걸쳐 기존 교육과정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 현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회계분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도출하고 학과 전공역량수준을 회계분야 자격증을 대비해 제시하여, 회계전공 전문대학 학과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직업교육에 있어 중등직업교육단계와 고등직업교육은 결국 서
로 체계성을 갖추어 산업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NCS 및 역량기반 교육이라는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반영하려
는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고등교육과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연계운영은 정부주도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이후 현재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은 서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직업
교육정책은 평생 직업교육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Ⅲ. 직업교육 회계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수도권 상업계열(특성화고교, 전문대학) 현황
2021년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내 특성화 고등학교 중 회계, 경영, 경제 명칭으로 설치된 학
과 수는 58개이며, 설치 학교수는 30개교이다. 학년별 학생 수는 평균 41명이며, 경기도교육청
산하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매년 약 2,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졸업한다3).

<표 1>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수도권 전문대학 회계 관련 학과의 입
학정원과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 중 세
무회계, 회계전공 일반과정(주간)의 설치대학수는 2019년 26개, 2020년 27개, 2021년 24개이다.
이들의 입학정원은 2019년 2,504명, 2020년 2,452명, 2021년 2,257명으로 매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2019년 95%, 2020년 95%, 2021년 72%로 입학정원이 하락하였
음에도 충원율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하이파이브(HIFIVE)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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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도권 전문대학 회계 관련 학과 현황
2019

2020

2021

정원내
정원내
입학
입학
입학
신입생
신입생
정원
정원
정원
충원율
충원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번호

학교

학과

지역

1

경민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60

100%

60

100%

60

76.7%

2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80

100%

60

100%

0

0%

3

국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경기

50

100%

40

80%

0

0%

4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경기

40

100%

40

60%

30

26.7%

5

동남보건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경기

60

100%

60

100%

60

93.3%

6

동서울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40

100%

70

100%

70

95.7%

7

동양미래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서울

70

100%

70

100%

70

100%

8

동원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경기

60

100%

40 92.5%

40

92.5%

9

두원공과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30

100%

120

100%

0

0%

10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융합과

서울

130

100%

10

100%

115

100%

11

배화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서울

80

100%

80

100%

76

100%

12

부천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100

100%

100

100%

100

100%

13

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서울

80

100%

80

100%

80

100%

14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경기

120

100%

110 98.2%

80

37.5%

15

수원여자대학교

경기

0

0%

40

100%

42

92.9%

16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서울

72

100%

72

100%

80

100%

17

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130

100%

120

100%

120

100%

18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80

100%

80 92.5%

70

41.4%

19

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70

100%

70

100%

70

94.3%

20

연성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78

100%

76

100%

70

100%

21

오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80

100%

80

100%

40

75%

세무회계과

경기

100

100%

90

100%

70

51.4%

회계세무계열

경기

599 59.9%

599 44.7%

599

24.7%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22 용인예술과학대학교
23

웅지세무대학교

24

유한대학교

25

인덕대학교

경영학과
세무회계전공
세무회계학과

경기

30

100%

30

100%

35

100%

서울

80

100%

80

100%

105

100%

26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경기

110

100%

100

95%

100

35%

27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서울

75

100%

75

100%

75

100%

94.92 2,257

71.74

합계

2,504

94.81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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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5개정 교육과정]4)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은
일반적인 고등학교교육을 위한 보통교과(국어, 영어, 수학, 역사, 과학 등)와 직업인으로서의 소
양을 갖추기 위한 전문교과로 구성된다. 다시 전문교과는 전문교과Ⅰ과 전문교과 Ⅱ로 구분되
는데 전문교과 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을 의미하며, 전문교과 Ⅱ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구분되는 과목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에서는 전문교과 Ⅱ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과 Ⅱ 중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5)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영․금융 분
야 교육은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켜 자기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기초적인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회계 관련 교과목은
회계일반, 회계실무, 세무일반, 세무실무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교과목들의 성취수준을 살펴보
면 회계일반 교과목의 경우 회계의 기초 개념, 재무상태표 회계처리, 손익계산서 회계처리, 결
산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무일반 교과목의 경우 조세의 분류, 부가가치세 개념, 법인세
개념, 소득세 개념 정도와 납부세액 산출 정도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회계 교과목 구성과 성취수준
교과의 구성
회계일반

성취수준
회계의 기초개념, 자산의 회계처리, 부채자본의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결산

회계실무

전표 관리, 자금관리, 원가계산, 결산관리, 회계정보시스템 운용

세무일반

세무일반의 기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조세

세무실무

전표처리, 결산관리, 세무시스템운용, 원천징수,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 세무조정, 지방세 신고

회계실무 교과목의 경우 전표관리, 자금관리, 원가계산, 결산관리 등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여
기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금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취수준과 원가회계 개념
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제2017－108호 부칙개정 포함)
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25] 경영․금융교육과정, http://www.ncic.go.kr/(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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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원가 요소 분류 및 계산 정도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무실무 교과목의 경우 전표
처리, 결산관리와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세무 조정을 수행하는
정도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안산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
여 해당고등학교의 교사 및 출신졸업생과의 FGI를 통하여 실제 수업에서 운영되는 내용과 관
련되는 자격증을 대응하여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기초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자격증
과목명

회계원리

내용 영역

인력양성유형

회계분류

회계의 기초 개념

NCS기반 회계실무교과

자산의 회계 처리

사전이수과목

부채․자본의 회계 처리

회계사무원

재무회계

세무사무원

(기초)

회계의 기초적 용어이해와
초급수준의 계정별 회계처리

수익과 비용의 회계 처리

전산회계 이론시험수준

결산

기업회계3급 수준 일부
NCS기반 회계실무교과

회계정보처리시스템기초

사전이수과목

재무상태표 계정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거래입력

회계정보처리
회계정보

손익계산서계정의
처리시스템 회계정보처리

회계사무원
세무사무원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원가회계

부가가치세회계정보처리

조회
기초적인 부가가치세 개념 및

전산회계2급 수준의 실기중심
NCS기반 세무실무교과

세무일반기초

사전이수과목
조세의 체계,

부가가치세

법인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보고

원가의 개념과 원가사이클 기록

원가회계정보처리

소득세

및 조회

과세거래입력

결산 및 회계정보의 조회

세무일반

특성 및 관련자격증

부가가치세의 개요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절차
세무사무원

세무회계

소득세개념과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계산구조
법인세와 사업소득, 법인세납부
절차

기타조세

부동산관련세금과 지방세 개요
세무회계 3급 수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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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실무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자격증을 제시하고 있다. 안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상 실무교과 중 회계, 경리, 세무사무원을 인력양성유형
으로 선택한 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와 세무실무교과를 실무교과로 개설하고 있으며, 예산․
자금교과를 개설한 학과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무교과에서 제시하는 내용영역 중 회계실무와 세무실무 중 전표관리, 결산관리는 중복되는
데 이는 NCS학습모듈에서 중복된 것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 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추가로 회계실무보다는 세무실무의 수업단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수업의 운영은 자격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실무교과 교육과정과 관련자격증
과목명

회계실무

내용 영역

인력양성유형 회계분류

특성 및 관련자격증

전표관리

NCS기반 교과

자금관리

2학년 또는 3학년에 학기별 4단위 개설

원가계산

회계사무원

재무회계

세무사무원

원가회계

결산관리

교과서 없이 학습모듈사용
대학의 회계원리 수준의 교육 시행
2학기 중 1학기는 자격증중심수업진행
전산회계1급, FAT1급, 기업회계3급

세무실무

회계정보시스템운용

전산회계운용사 2, 3급

전표처리

NCS기반 교과

결산관리

주로 3학년에 학기별 4～5단위개설

세무정보시스템운용

교과서 없이 학습모듈사용

원천징수
부가가치세신고

세무사무원

재무회계 회계실무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세무회계 세무중심의 관련 자격증취득교육운영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 세무조정
지방세신고

FAT1급, TAT2급, 전산세무2급
* 통상 2학기 중 특성화 고등학교생은 취
업을 시작하므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움

3. 회계분야 전문대학 교육과정현황
회계분야 전문대학 교과과정의 경우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이론과 실무 교과목으
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재무회계 이론 교과목의 성취수준은 기초 자산 부채 평가와 재무
제표 작성 및 내부통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원가회계 이론 교과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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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CVP 분석 등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회계와 내부대체가격 계산 정도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세무회계 이론 교과목의 경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원천징수와 연말정
산 내용 및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등의 성취수준으로 이루어져있다. 실무 교과목은 자
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실무에서는 전산회계 및 FAT 1급 정도의 수
준으로 하며, 세무회계 실무에서는 TAT2급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5> 전문대학 회계 교과목 구성과 성취수준
교과의 구성

성취수준

재무회계 이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및 내부통제
원가회계 이론
세무회계 이론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관리, CVP분석, 변동원가와 전부원가,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회계와 내부대체가격
매입매출거래입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 종합소득세의 계산, 원천징수와 연말
정산 내용,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4. 회계 관련 자격증의 검정기준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회계분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회계 자격증 수준에
맞춰 실무 교육이 되는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계 관련 자격증은 이론시험 중심의 자
격과정과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격과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특성화고등학생들과 전
문대학 회계전공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자격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회계 관련 자격증 종류와 검정기준
구분

이론
중심

자격명

수행기관

회계분야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지식과 실무
재경관리사 능력을 갖춘 재경전문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삼일회계법인

재무, 원가,
세무

재무회계,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
회계관리1급 업의 회계실무자 및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지 평가

삼일회계법인

재무, 세무

회계 입문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회계지식과 재
무제표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였는지 평가

한국세무사회

재무

회계관리2급

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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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계 관련 자격증 종류와 검정기준 (계속)
구분

이론
중심

자격명

검정기준

수행기관

회계분야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회계1급 대기업의 회계 관리책임자로서 회계실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한국세무사회

재무회계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
기업회계2급 업 또는 중소기업 체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전반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함.

한국세무사회

재무회계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기업회계3급 회계관리담당자로서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
는 능력을 평가함.

한국세무사회

재무회계

4년제 대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고급이론을 바
세무회계1급 탕으로 법인의 세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
세무회계2급 로 법인의 세무 실무자로서 세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상업계고등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초급이론을
세무회계3급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실무자로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이론：재무,
원가, 세무
실기：세무,
재무

한국세무사회

이론：재무,
원가, 세무
실기：세무,
재무

한국세무사회

이론：재무,
원가, 세무
실기：재무,
세무

대학 졸업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세
무회계(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
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관리자로서
전산세무1급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전
분야의 실무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실기
중심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
무회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관한 지식을 갖
추고, 기업체의 세무회계 책임자로서 전 산세
전산세무2급
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세무회계 전반의 실
무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을 평가함.
전문대학 중급수준의 회계원리와 원가회계, 세
무회계(부가가치세 중 매입매출전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전산회계1급
회계실무자로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
한 세무 회계 기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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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계 관련 자격증 종류와 검정기준 (계속)
구분

자격명

검정기준

대학 초급 또는 고등학교 상급수준의 재무회계
(회계원리)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기업체의
전산회계2급
세무회계 업무보조자로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업무 처리능력을 평가함.

실기
중심

수행기관

회계분야

한국세무사회

이론：재무,
원가, 세무
실기：재무

TAT1급

재무회계와 업종별 세무정보관리의 수행 능력
재무, 세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론, 실기)
을 종합적으로 평가

TAT2급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작성 수행능
재무, 세무
력 및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의 세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론, 실기)
정보 분석 능력을 평가

FAT1급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전자세금계
산서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할 수 있
재무, 세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고관리 및 매출원
(이론, 실기)
가정보 관리 능력을 평가

FAT2급

회계기본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증빙관리 및
재무, 세무
상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회계정보의 활용 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론, 실기)
력을 평가

전산회계
운용사1급

재무회계, 원가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
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책임자로서 회계정
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대한상공회의소

재무, 원가,
세무

전산회계
운용사2급

재무회계,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
업체 등의 회계중간관리자로서 회계정보시스
템을 이용하여 회계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대한상공회의소

재무, 원가

전산회계
운용사3급

회계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업체 등의
회계실무자로서 회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대한상공회의소

재무회계

ERP정보
관리사1급
(회계)

회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의 이론적지식과 실무지식을 습득하
고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

한국생산성본부

재무, 세무,
원가

ERP정보
관리사2급
(회계)

기본적인 회계 관리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
고, 재무회계에 관한 이론적 실무지식을 습득
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초점

한국생산성본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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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업계 고등학교와 회계분야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비교 및 문제점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회계 이론은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회계 기초이론을 배우고
전문대학에서 중급 수준의 회계 이론을 배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 교과목의 경
우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와 회계분야 전문대학 모두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 회계분야 전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동일한 교과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이는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연계가 부족하여 생
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연계교육과정을 설계가 필요하다.
윤태복 외(2019) 연구에 따르면 기업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증명할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
는 자격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개혁 취지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교육체계를 학
위중심이 아닌 능력(자격)중심으로 개편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Ⅳ. 자격 대응 연계교육과정 운영 방안
1.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교육 운영 방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중등단계로 대표되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직업교육과 고등단계로
표현되는 전문대학, 기술대학, 산업대학, 사내대학의 직업교육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러나 이러
한 직업교육의 체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직업교육의 연계와
통합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정부정책이 수립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연계 및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19년 12월에 발표된 미래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혁신방안]에서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중
등직업교육 졸업자가 고등교육으로 연결하는 성장경로를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교육부의 마이스터대학 정책은 모든 전문대학의 학과가 일률적으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6), 4차산업분야의 유망분야에 초점을 두어 상
6) 한국대학신문,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성공방안과 미래를 모색하다”, 검색일자：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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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잭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회계분야 직업교육분야를 상업계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스스로 준비하여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상업계열에 대한 교육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사전에 직업교육의 정
책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바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전문대학교육과정 개발연구 중 윤우영과
이태정(2019)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계교육과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우영(2015)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성과자의 역량을 분석하여 현장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과정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매칭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윤우영과 이태정(2019)는 산업체, 졸업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수준에
따른 전공역량을 도출하여 학과 전공역량 및 핵심역량을 확정하였다. 또한 도출된 학과 전공역
량의 수준을 학력,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이수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KQF(국가역량
체계) 구축에 따른 능력단위 수준 예시를 근거로 전공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윤우영과 이태정(2019)의 학과 전공역량의 수준(Depth)별 분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학 학과전공역량수준별 분류
세분류
직능수준
수준5에서
1～3년 정도
수준4에서
1～3년 정도
수준3에서
1～3년 정도
수준2에서
1～3년 정도
입직수준
직무숙련기간
1～3년정도

회계․감사

세무

회계

세무

전문가

전문가

회계

세무

책임자

책임자

회계

세무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회계

세무

실무자

실무자

회계

세무

초급실무자

초급실무자

역량수준
전문가
책임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초급실무자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TAT1급/
전산세무1급
TAT2급/
전산세무2급
FAT1급/
전산회계1급
FAT2급/
전산회계2급

직급

KQF수준*

부장/차장

6수준

과장

5수준

대리

4수준

주임

3수준

사원

2수준

* 전공역량은 역량의 수준(Depth)을 고려하여 4단계로 도출하여 전공교과목에 적용

윤우영과 이태정(2019)의 분류는 회계분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은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업계 특
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공역량 수준별 분류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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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성화고․대학 학과 전공역량 수준별 분류 조정안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입직수준의 기초수준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대학 수준의 고등직업교육에서는 초급실무자수준에서 직업교육과정이 출발되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출발 수준의 변경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에서 인력양성목표는 중
간관리자 이상의 인력양성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사회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전문가 수준의 교육은 전문대학까지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 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각 회계분야에 대한 자격증은 제시되어 있으며, 회계 및 세무사무인력의 기업 내 총괄
책임자 수준 및 전문가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으로 이어
지는 연계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상업계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교육 운영방안의 전공별 예시
대부분의 전문대학 교육과정과 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원가회계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중소제
조기업에 필요한 회계사무원들에게는 원가계산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했
던 전공역량 수준별 분류에 원가회계분야를 분리하여 전공역량수준별 분류에 따른 자격증을 정
리한 <표 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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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공역량수준별 분류에 따른 자격증
KQF수준

학제

재무회계 관련자격

1(수습)

고1～2

회계관리 2급
(전산회계 2급, FAT2급)

2(입직)

고3

기업회계 3급

3(실무)

원가회계 관련자격

세무회계 관련자격
전산회계 2급, FAT2급

전산회계운용사2급

전산회계1급, FAT1급

기업회계2급
전산세무2급

회계관리1급, 전산세무2급
세무회계2급, TAT2급

전문대1 기업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4(중간관리) 전문대2 회계관리 1급, 기업회계 2급

세무회계3급

5(책임자)

대학3

재경관리사, 기업회계 1급

원가진단사, 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TAT1급

6(전문가)

대학4

CPA, CTA

CPA, CTA

CPA, CTA

* 원가회계분야의 경우 일부시험에 해당내용이 포함되어 출제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수준에 적합한 별도
의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 재무회계트랙의 구성
재무회계는 그 본래의 목적이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보
고서를 작성 및 전달함에 있으므로, 회계사무원으로서 재무회계의 역량의 목표는 재무제표의
작성보고에 있다.
고등직업교육의 단계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시 중소기업 또는 비상장일반기업의 회계업무
를 담당으로 하는 회계사무원을 그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졸업
생의 대부분이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일반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 8> KQF수준에 따른 재무회계 교과별 역량수준
KQF수준
1(수습)

학제

교과

고1

회계원리

고2

회계실무

2(입직)

고3

3(실무)

전문대1

회계원리
/재무회계

4(중간관리) 전문대2

중급회계
/재무회계
연습

관련교과

역량수준

비고

회계의 개념이해
회계정보 기초적인 자산․부채 거래기록
시스템 회계순환과정의 이해와 일상 상거래의 기록
상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입력 및 기초
수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정규교과외
보충요구

회계순환과정을 이해하고 상기업의 재무
전산회계/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전표회계
기초적인 자산 부채평가회계

교과목명칭
조정필요

세무일반

회계의 일반원칙과 회계보고서 작성기준 회계실무자로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및 내부통제
재무회계전반에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회계처리
관한 업무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회계처리
수행역량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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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QF수준에 따른 재무회계 교과별 역량수준 (계속)
KQF수준

학제

교과

관련교과

역량수준

5(책임자)

대학3

재무회계연습
/고급회계

실제 기업 경영활동의 의미
기업가치평가 방법
배당정책, 경영자보상 등

6(전문가)

대학4

파생상품회계
/회계이론

파생상품의 구조와 손익
실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리뷰

비고
재무제표작성
방법의 이유에
대해 이론적,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

* 역량수준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세무회계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FAT자격시험 등
의 검정기준을 참조함
* 전문대학수준의 교과목은 대학별로 그 개설현황이 다르므로 예시로 제시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

2) 세무회계 트랙의 구성
세무회계는 세법에 따라 각 세목의 납부세액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세무회계 트랙은
세무사무원으로서 각 세목별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역량목표로 한다.
<표 9> KQF수준에 따른 세무회계 교과별 역량수준
KQF수준

학제

교과

관련교과

역량수준

회계정보
시스템

세법의 종류와 과세목적의 기본개념
이해
기초적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부
세액계산구조이해

비고

고1
1(수습)

2(입직)

3(실무)

고2

고3

세무일반

세무실무

세법개론
전문대1 /부가가치세
/원천세제

4(중간관리) 전문대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매출거래입력, 부가가치세신고서
중심으로 학습
조회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무정보
시스템

매입매출거래입력 및 부가가치세신고
서작성 및 신고제출
부가가치세입력자료 및 제장부조회

각 세목에
따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회계
작성을 목표로
지방세법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자료입력 및 처리
운용
/부동산세법 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과세
표준과 과세액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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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KQF수준에 따른 세무회계 교과별 역량수준 (계속)
KQF수준

학제

교과

5(책임자)

대학3

세무회계

6(전문가)

대학4

세무회계연습

관련교과

역량수준

비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개인과 기업
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각 세목에
며, 관련 조세전략을 어떻게 수립하
따른 신고서의
는 가에 대한 이해
작성을 목표로
개인 및 기업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운용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CTA 문제를
통하여 학습

* 역량수준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FAT
자격시험 등의 검정기준을 참조함
* 전문대학수준의 교과목은 대학별로 그 개설현황이 다르므로 예시로 제시함

3) 원가회계 트랙의 구성
원가회계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 단계에서는 원
가분석을 통한 관리적의사결정수준까지는 그 범위로 하기 어렵다. 이는 관리적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직업인은 조직 내 상위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KQF의 4수준인 중간관리자 수준까지의 양성
을 목표로 하는 고등직업교육에서 관리회계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정하지는 않다.
원가회계분야는 전산세무, 전산회계운용사, 재경관리사 등 회계 관련 자격증의 일부 교과로 포
함되어 있는 등 그 활용이 제한적이나, 회계사무원의 인력양성에 포함된 재무회계분야가 주로
상거래기업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조기업의 회계사무원 양성을 위해서 원가회계분
야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수준에서의 원가교육은 원가의 개념과 기본적인 제조원가사이클 수준의 원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교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고등학교수준에서 취득하는 회계
관련 자격증에서 원가회계를 요구하는 자격증이 부재하므로 사실상 고등학교수준에서 원가회
계교육이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균형적인 회계교육 및 제조기업의 회계사무원의 양성을 위해
서는 기초적인 원가교육이 고등학교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가회계는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함을 역량목표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예산관리와 성과평가와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를 생성 분석할
수 있도록 함을 역량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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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KQF수준에 따른 원가회계 교과별 역량수준
KQF수준

학제

교과

관련교과

역량수준

비고

고1
1(수습)

고2

회계실무

원가의 개념과 종류, 원가행태
원가계산의 종류와 절차
원가의 흐름과 기장, 제조기업의 결산

2(입직)

고3

제조기업회계

제조원가명세서와 재무제표, 제조간접비
의 배부

3(실무)

전문대1

원가회계

고시외교과로
신설운영가능

부문별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에 의한 원가관리

4(중간관리) 전문대2

관리회계
/원가회계연습

CVP분석,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회계와
내부대체가격

5(책임자)

대학3

6(전문가)

대학4

원가관리회계
연습
원가분석실무

원가관리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
CPA, CTA 시험의 기출문제를 통하여
학습

* 역량수준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운영하는
FAT자격시험 등의 검정기준을 참조함
* 전문대학수준의 교과목은 대학별로 그 개설현황이 다르므로 예시로 제시함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KQF(국가역량체계)수준과 회계분야별 자격증을 대응한 후 각 회
계분야별 교육과정 트랙을 대응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KQF수준에 따른 회계 분야별 교육과정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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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한계점
고등직업교육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여 일
반교육과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정책은 선진국에 비하
여 대학진학으로 인한 입직시기의 지연과 산업요구와 대학교육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직업교육기관이 하여야 할 책무인 동시에 입
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직업교육기관의 생존능력향상의 필수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
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4차산업 분야의 유망분야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상업계열은 그 대상에
서 제외되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2021년 현재 상업계열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회계분야
직업교육분야를 회계전공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대학이 스스로 준비하여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
이 요구된다.

4차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기술인재를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전공역량 수준에 따라 교과과정을 분류하여 상업계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의 연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연계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위와 같은 직업교육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회계분야
의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회계실무인력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회계전공분야 학과의 생존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계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 연계교
육과정을 자격기반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다. 고교학점제란 대학교육과 유사하게
고등학교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
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25년 본격시행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시행과 맞물려 연계교육과정이
구축되면 고등학교단계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면 인정학점
수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타학생보다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대학
에서 고등학교단계에서 이수한 전공기초교과를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인정할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연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 A전문대학과 수도권 A지역 상업계특성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행
되었으며, 회계 관련자격증 및 주요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운영기반에 대
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교육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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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검토
1)

이세빈*

Ⅰ. 들어가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선고된 최근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결 중 실무에
서 많은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및 포괄증여 과세와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2017년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어
왔는데, 2020년 및 2021년에도 그러한 흐름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시적인 명의신탁
합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목회사(SPC)가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명목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지배주주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은 실무 단계에서 논란이 많던 쟁점에 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음으로 포괄증여 과세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 사안은

2019년에 선고된 다수의 판결들로 정리되는 듯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에 연달아 구 상증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통한 과세를 인정하는 등 다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놓게 되었다.
아래에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판결 요지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기로 한다.

Ⅱ. 대상판결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차 적용 판단기준과 명의신탁된 유상신주의
평가기준일：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사실관계]
－ 소외인은 2000. 11. 말경 B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B회사 증권계좌’)를 개설하
*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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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합계

25,000주(이하 ‘원고 명의의 1차 주식’)를 인수하여 2000. 12. 7. 주금을 납입하고 2000. 12.
31.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05. 5. 26. 원고 명의의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2005. 9. 9. A회사 주식 33,25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15. 그중 2,602주를 매도하였
으며, 이와 같이 2005년에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A회사 주식 30,648주(이하 ‘원고 명의
의 2차 주식’)에 관하여 2005. 12. 31. 명의개서를 마쳤다.

－ 2005. 5. 26.에 매도된 원고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
원이 2005. 5. 30. B회사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6. 2.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
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
액이 다시 0원이 되었으며, 이후 125,000,000원이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9. 13. 그 중 124,975,865원이 2005. 9. 9. 매수한 A회사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 한편 소외인은 2000. 9.경 C회사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C회사 증권계좌’)
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2001. 1. 8. A회사 주식

35,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1. 2. 1. 그중 5,100주를 매도하고 2001. 7. 9. A회사 주식 900
주를 다시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2001년에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A회사 주식 30,800주

(이하 ‘원고 명의의 3차 주식’)에 관하여 2001. 12. 31. 명의개서를 마쳤고, 2004. 5. 12. 및
2004. 5. 13. 매수한 A회사 주식 합계 10,837주(이하 ‘원고 명의의 4차 주식’)에 관하여
2004. 12. 31. 명의개서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증여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검토

635

[판결요지]
[1]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구 상
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
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로 증
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
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먼저 원고 명의의 3, 4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명의의 1차 주식은 소외인이 B회사 증권계좌를 통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
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원고 명의의 3, 4차 주식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다른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
항 본문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원고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B회사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
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소외인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B회사 증권계좌로 입
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2005. 12. 31. 증
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
증세법 제41조의2 1항 본문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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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
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
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검토]
(1) 명의신탁 주식의 최초 취득과 그와 관련된 후속 취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차
적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것
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에 불과하다는 점, 명의신탁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은 명의수탁자
에게 1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 명의신탁 증여세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
한 제재이므로 회피한 조세의 크기에 따라 제재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무관하게 명
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세액도 너무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
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
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
합)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위 규정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여전
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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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명의신탁 주식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상 기존 명의신탁을 토
대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① 회사의 유․무상증자에 따라 명의수탁
자에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 ②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회사의 조직변경
으로 인하여 기존 주식이 새로운 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주
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연 이처럼 변형된 명의신탁 관계를 기존 명의신탁과는 구
분되는 새로운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
어 왔는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별도의 증여세 과세를 긍정한 판례
명의신탁자가 유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인수한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
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명의상의 신주인수인과의 사이에 명
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 별도의 증여세 과세를 부정한 사안
￭ 자본준비금 내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무상신주(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명의신탁 후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신주가 수탁자 명의로 배정
된 경우 종전의 명의신탁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
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증
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명의신탁자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1)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은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고 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1) 통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사안이 아닌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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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

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상 해당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
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고, 나아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
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
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최초로 증여
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
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명의신탁 증
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이나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 효과와의 관계’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동일한 성격의 반복된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는 점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은 동일한 이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합병
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신주”(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기명식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전환된 주식”(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에서 소외인은 2000. 12. 7. 원고 명의의 1차 주식을 인수하여 2000. 12. 31. 원고 명
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2005. 5. 26. 위 주식을 전부 매도한 다음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원을 2005. 5. 30. B회사 증권계좌로 입금하였다. 한편 2005. 6. 2. 해당 대금
은 원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으나 직후 일부 금액이 다시 위 B회사 증권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액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출금되었다. 만약 명의신탁자인 소외
인이 B회사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B회사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
하였다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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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서된 주식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명의의 2차 주식 중 해당 자
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
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원고 명의의 2차 주식 전부가 새로이 명의신탁 증여의
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추가로 하라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하였던 것이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차 적용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
두36971 판결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
의개서 된 주식이 존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상판결 이후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은 최초
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
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에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구 상증세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
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1의2
제1항),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과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 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유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이 인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역시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과세관청은 예
전부터 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신주인수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신주의 명의
개서일로 보고 있었다.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법문
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로 인해 증여의제되는 주식의 증여의제일 내지 평가시점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법에서 증여의제일 및 평가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명의자로 등기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008. 1. 14., 재산세과－86, 2013. 3. 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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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한 날(＝명의개서일)’ 이외의 시점을 유상신주의 평가기준일로 삼기 어렵다. 둘째, 유상
증자에 기한 신주인수의 경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
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고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등기 등을 한 날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만을 달리 취급
할 이유도 없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재차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
두10232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
의 평가기준일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
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헌성에 대
한 오랜 논란에서 보듯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그 과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을 비롯한 명
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형식적인 법 논
리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과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1인 주주의 명목상 회사를 이용한 주식 취득시 실제 소유자 판정과 소득
귀속자 판정의 구분：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에 5개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하 ‘이 사건 각 SPC’)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SPC는 2004년경부터 2010년
경 사이에 A그룹 3개 국내 계열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4개의 해외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해
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이하 ‘이 사건 커스터
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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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에도 이를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하였고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3. 9. 13. 양도소득
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쟁점]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며 이를 이 사건 각 SPC 또는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
에 명의신탁하였는지

[2]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나 이 사건 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판결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
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
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및 원고와 이 사건 각 SPC 내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하고, 본세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증여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역
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3)
3)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SP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사건 각 SPC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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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이
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토]
(1)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합의 증명책임과 1인 주주와 명목상 회사 사이의 합의의 문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
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일 것, ③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것의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들 요건은 현행 상증세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소유자는 용어는
세법상의 용어이기는 하나 그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명의를 감추려는 명의신탁자로 이해
하여야 한다.
과거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을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이라고만 설시하였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즉, 과세관청으로서는 명의신탁 합의 사실이 아닌 결과적으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한 이상 등기 등이 합
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세자(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다소 다른 취지의 판시를 내놓고 있다. 명의신
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
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각 SPC가 아니라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하여 주
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
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
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커스
터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커스터디
계약의 경우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 의결권 및 기타 주주권의 행사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신탁자가 재산을 직접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일반적인 명의
신탁과는 그 목적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법률관계로 인하여 조세회
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배주주에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 또
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재수단을 통해 해결해야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명
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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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존재하여 해당 자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과
세관청이 결과적으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넘어 그 원인이 된 명의신탁 합의
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1인 지배주주가 설립한 명목상 회사(SPC)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1인 지배주주의 소유
로서 명목상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명목상 회사 소유의 주식으로 볼지 현실
적인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 및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구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1인 주주에 의한 지배․관리 및 현실적인 구
분의 어려움을 근거로 피고의 과세논리와 같이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하여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
탁에 해당하고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나아
가 이러한 과세논리에 대하여는 그동안 명목상 회사를 이용한 많은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온 과세관청의 태도와 모순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대상판
결은 이러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에 이어 명목상
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과 명의신탁은 엄연히 구분되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려면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없다면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사법상 독립
된 법률 주체인 명목상 회사 소유 명의의 주식을 주주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에 의의가 있다.4)

(2) 명목상 회사를 통한 주식 취득에서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이익 등을 향유
하는 자’의 구분
대상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으로 인한 이익 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
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과 그 법인격을 전제로 한 계약의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
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4) 이정원, “2020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자료(2020. 12. 28.)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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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

55844 판결 등). 즉, 이 사건 각 SPC의 법인격 등을 부인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으로서 ‘재산의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 등
을 향유하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법인격 부인론 및 누구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차원의 논의이고, 후자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라는 세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이므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더라도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3.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
65538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6. 코스닥 상장법인인 甲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B와 C로부터 甲회
사 주식 350만 주(이하 ‘이 사건 구주’)와 甲회사의 경영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甲회사는 같은 날인 2012. 2. 6. ① 원고 등 5명에게 신주 약 458만 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
로 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甲회사 주식 약 339만 주(이하 ‘이 사건 신
주’)를 배정하는 한편, ② 원고 등 5명에게 권면총액 약 53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중 권면총액 44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배
정받았다.
－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전환사채와 이 사건 신주를, 2012. 2. 10. 이 사건 구주를 각
취득하여 甲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2. 3. 16.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는 2013. 2. 13. 1주당 779원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甲회사 주식 약

56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로 전환하였는데, 전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190원이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약 23.2억 원의 이익(이
하 ‘이 사건 전환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 1 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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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환이익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원고
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쟁점]
[1]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
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
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
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
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
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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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
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
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
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

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검토]
(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법적 성격：다른 가액산정규정과의 관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즉, 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
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포
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후 가액산정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규정인 법 제2조 제3항을 직접적인 과세 근거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
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
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해당 유형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10. 25. 선고 2013두13266 판결).
한편 2003.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당시 제2조 제3항 및 가액산정규정이 도입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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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액산정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행위 이외에 출자․합병․감자․전환사
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관한 ‘유형별 포괄규정’에 해당하는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가액
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0조와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가액산정규정임과 동시에 유형별 포괄규정인데,5) 포괄규정이라는 성격을 강조한다면 앞서 언
급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관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
상판결의 원고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유형별 포괄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가액산정규정의 관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
리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설정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라 하더라도 다시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충족하였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유형적 포괄규정에 해당하지만, 개별 가액산정규정
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같
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33조 내
지 제41조의5의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한계는, ①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효력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② 위 개별 가액산정규
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다시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효력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출자, 감자, 합병,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
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법인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
분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개정 상증세법 하에서 대
5)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2조 제1항에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 …(중
략)…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구 상증세법 제42조를 해당 규정과는 다른 별개의 신설 규
정으로 파악하였다[재정경제부, “2003 간추린 개정세법(2004. 5.)”,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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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가액산정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개정 상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면서 “가액산정규정에서 열거한 경
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
는 경우의 그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31조에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
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정 상증세법 제

4조 제1항 제6호 및 제3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6)

(2)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해석론：특수관계 판단 시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의 관
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위 조항은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추가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이 추가된 것은 특수
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를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 내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로 설명하면서, 이와 반대로 ‘합
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결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거래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 불균등한 거래조건을 객관적
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이해할 수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 존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존부를 따져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일단 법문이
6) 개정 상증세법 적용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가액산정규정에서 예정한 거래․행위와 경제적 실
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
단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6. 18. 선고 2020누560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이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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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를 특수관계 존부의 판
단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구 상증세법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7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 기준이 되는 이익의 계산 역시 증여일인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4호). 특수관계 존부의 판단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는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의 판단 및 과세가액 계산의
기준 시점을 증여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일인 주식전환 시점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존부 판단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한편, 거래조건이 확정
되는 전환사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뿐 아니라 특수관계 존부의 판단이 필요한 다른 가액산정규정에서도 예
전부터 특수관계 존부 판단 시점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안에서도 대상판결과 유사하게 특수관계 존부의 판
단 시점에 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7)
대상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로 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

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존부의 판단 시점은 전환사채 취득 시점이 아닌 ‘주식 전환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이 전환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무상이
전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을 정하면서 전환
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하거나 회사의 미공개정보 등을 토대로 주가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시점의 발행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위와 같은
요소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전환사채 발행 시점의 특수관계이지 전환사채를 전환하는 시점의
특수관계가 될 수는 없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거래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
게 된 불균등한 거래조건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더욱 그
러하다. 대상판결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을 내린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3)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해석론：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대상판결은 주식전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전환사채 및 주식을 발행한 甲회사 간에 특수관계
가 인정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환사채의 전환거래
7) 하급심은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인천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
구합51878 판결 등)와 실제 주식 취득일(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수원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694 판결 등) 등으로 나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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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거래는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에서는 법인과 신주인수인(주주) 사이에 이
익 분여가 발생할 수 없으며, 주주간 이익 분여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
장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두34350
판결). 상증세법상 개별증여가액 산정규정 중 자본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규정들은
모두 과세요건에 일정한 특수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예외 없이 이익을 분여하는 증여자와 수
증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자본거래이며 따라서 주주와 발행
회사 간에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주들 사이에서만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의 판단은 원고와 甲회사의 나머지 주주들 간에
따지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대상판결의 특수관계 판단이 옳은지에 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은 종래 증여세 과세대상이던 사법(私法)상 증여에 더하여, 경제적 가치
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법 제2조 제3항).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특정인이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즉,

‘외관상으로는 유상거래로 보이지만 거래조건이 불균등하게 결정되어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
자간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변
칙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하려는 데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이
유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서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그렇다면 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써 얻는 이익은 전환사채 취득 이후 전환권 행사 시점에 재산가치가 사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유형 중 두 번째 유형(타인의 기여에 의하
여 재산가치가 사후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권을 직접 행사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
생하는 이익은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권에 설정하였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환권
행사가액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설정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결정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 요건’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는 그러한 유리한 발행조건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기회
를 제공한 발행회사와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전환권을 직접 행사한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대상판결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직접 전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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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납세의무자와 발행회사 사이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달리,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부 투자자(금융기관)
들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자신들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매각하고 이들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가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외부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발행회사와 설정하였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전환사채를 납세의
무자에게 양도하고 납세의무자가 양수받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 납세의무자에게
행사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전환사채를 최초 취득한 외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얻
을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하고 이러한 기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중
도 취득하여 행사한 경우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는 유리한 조건의 전환사채를
최초 취득한 다음 이전함으로써 행사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 자와 이들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행사한 자 사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8) 이러한 경우까지 대상판결의 판단과 같이 발
행회사와 납세의무자 간에 특수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환사채와 유
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제3자로부터 신주인
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경우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행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0. 14.자 2021두41709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신주인수권을 통한 자본거래의 특수성,
상증세법상의 증여의 유형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한
결과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계산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A와 B(이하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
유하고 있다.
8) 직접적인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및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자를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3항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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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
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
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원고
들에게 2014. 1. 1.자 및 2015. 1.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한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과 관
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제41조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

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개정 없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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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과 사
실상 같은 취지에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
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014년 개정 상증세법

현행 상증세법

제41조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
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

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

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

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

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

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증여의제 규정으로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
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쟁점]
[1]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2]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경우 상
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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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
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
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
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
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
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
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
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다) 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
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법
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하여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라)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
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
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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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국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 1. 1. 원고들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다
고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시행 중이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법인의 주
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
액으로 하고, 그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문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으
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
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은 그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다만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고,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간주한 것은 개정 전과 동일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지적한 시행령 무효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과거 대법원 판결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 이상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
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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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공백상태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원
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특기할 만 하다. 과거 대법원은 완전
포괄주의 규정을 통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증세법에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별도의 평가(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증세법에 규정된 다른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위 2008두17882 판결과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이 없는 상황에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 문언을 중시하여 대통령
령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정함이 없게 된 이상 다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를 특정하였다. 즉, 위 2008두17882 판결
과 대상판결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일반론적으로는 2008두17882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문제가 되었던 상증세법 제41조는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으로 삭
제되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증여의제의 형식으로 신설되었
다. 대법원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따른 입법적 보완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문제되었
던 쟁점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증여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래․행
위에 대하여까지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9) 주주가 얻은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증여의제라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과세가 증여세의 본질에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법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향후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대해서도 대상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9)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략)…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는 자의적 방식으로 또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우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증여의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
의라는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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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합병’의 의미：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8. 3. 10.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같은 날 소외
인 등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甲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甲회사는 2011. 11. 2. 다른 비
상장법인인 乙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乙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甲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
내에 甲회사가 乙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
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쟁점]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이 사건 조항)의 ‘합병’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이 사건 조항)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
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자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재
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실
질적으로 甲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회사가 乙회사에 합병되
었더라도 甲회사가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 정
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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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1조의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
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을 유상으로 취득한 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주식이 상장되거나 혹은 당해 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
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을 ‘재산가치증가사
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로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비상장법인
인 甲회사는 원고들이 그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인 2011년경 다른 비상장법인 乙회사
에 흡수합병되었다. 즉, 대상판결 사안은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구 상증
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규정하고 있는 ‘당해 주식의 상장’ 또는 ‘당해 법인과 상장법인
과의 합병’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비상장법인 간 합병’을 이 사건 조항
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깊게 고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읽게 된다면 ‘합병’을 독립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렇게 해
석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

50503 판결의 내용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에 따른 해석론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관한 제41조의3 규정을 신설하여 상장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통한 변칙증여가 발생하게 되자, 2002. 12. 2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의5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이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세법 고유의 포괄적 증여 개념(상증

증여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검토

659

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 열거 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상증
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는데, 개별예시
규정의 하나인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
이 속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으로써 상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합
병에 의한 상장 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과 함께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 예시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이 사
건 조항)가 신설되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출자
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연속선상에 있는 포괄적인 예시규정으로서,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에서 규
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합병’은 ‘합병에 의한 상장’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입법령식을 고려한 해석론
이 사건 조항의 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 사건 조
항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합
병’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단순한 합병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성질의 유사성이 전혀 없는 상장
과 합병을 하나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표현한 것이 되어 일상의 어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한 합병의 대상은 법인이므로, ‘법인의 합병’이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만(구 상증세법 제

38조), ‘주식․출자지분의 합병’이라는 표현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출자지분은
상장 또는 우회상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10)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합병’은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상으로도 자연스
럽다.
10)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조 제목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고, 구 상
증세법 제41조의5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
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
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
액이 증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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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례는 구 상증세법 제68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병’은 당연히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합병인 ‘합병에 의한 상장’을 의미하지, 일반적인 합병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문언해석 및 관련 규정의 입법 형식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합병’을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합병이 독립적인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上場)되면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상장 회사의
지위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된다(소위 ‘상장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서울고등
법원 2012. 1. 13. 선고 2011누23568 판결11)은 이러한 상장 프리미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경우 기업 상장
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차익을 과세대
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상장’의 경우는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과 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이 달라
평가방법의 차이만으로도 기업가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유가증
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②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인 “순손익가
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각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그 결과
평가액 역시 달라지며, 상증세법은 그 차액을 상장차익으로 보고 있다. 즉, 상장은 ‘법적인 의
11) 대법원 2012. 5. 24.자 2012두4708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되는 것은 주식시장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비록 이 사건 주식 양도 후에 기존사
업 부문을 분리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사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상장회사인 KKK의 일부 영
업만을 양수하는 것이고, 코스닥상장회사인 KKK의 경영권과 상장이익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
는 점, …(중략)…, (상증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주주 등이 기업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
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이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위를 양도하는 데 따른 대가
를 받고 행한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증여세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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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 그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사유가 된다. 이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도 일정한 경우 최대
주주 등이 기업상장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여 상장차익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정설의 견해로는 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단순히 합산될 뿐이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계산
되는 합병 후 법인의 평가액이 합병 전에 비하여 줄거나 늘어나는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법
적인 의미’에서 주식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
다면 상증세법에서 합병을 별개의 증여유형으로 열거하여 규정하였어야 하지만 합병에 따른 이
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38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사이의 이익 분여”
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합병’ 그 자체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그 새로이 증가
된 재산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
다. 반대로 긍정설의 견해로는, ① 비상장법인 간 합병을 하더라도 합병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합병 이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
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2：312) 또는 순자산가치13)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합병 후 법인의 평가액이 합병 전에 비하여 늘어날 가능
성도 있는 점, ② 합병을 통하여 거래계에서 말하는 소위 ‘합병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
로 ‘경제적’으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물론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50503 판결은 비상장법
인 간의 합병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합병’이 구 상증세법상 독립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참고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마.목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예로서 ‘법인의 합병’을 언급하고 있
고, 이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합병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근거로 상증세
법이 ‘합병’을 독립적인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대상판결의 의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간에 배치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3)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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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당연히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
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
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다수).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
정한 ‘합병’이라는 문언을 이 사건 조항의 제정․개정 연혁,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합
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내린 결론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증세법 개정시 이 사건 조항이 제42조의3으로 이동
하면서 ‘합병’이란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상증세법 하에서 대상판결의 중요성은 상대적
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은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

1항 제3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상
증세법상 ‘합병’이 독립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포괄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 시도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8 분과

조세법 / 조세정책 / 신진연구

나동 601호
시간

16：40
～
18：10

사회자：조광희 교수 (동국대)
발표논문 제목

저자 및 발표자*

토론자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산업공단조성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허진숙*
(홍익대)
심준용
(명지대)
손시영
(나우회계법인)

정지선
(서울시립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선필*
(순천향대)
조형태
(홍익대)
윤재원
(홍익대)

김준현
(상명대)

농업부문 조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경환*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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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문제점 분석
－산업공단조성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허진숙*․심준용**․손시영***

1)

Ⅰ. 서 론
본 연구는 산업공단을 조성하는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분양공사 완료 전 사용 승인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상 손익귀속 시기차이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건설업은 도급공사, 자체(직영)공사, 분양공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기간(1년 이상) 진
행되는 도급공사와 분양공사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이 때 법
인세법에서도 장기공사에 대해서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산하므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잔금을 정산하고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분양업체는 회계 결산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인도를
실질 인도로 보지 않고, 진행중인 공사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1).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 홍익대학교 교수
** 명지대학교 교수
*** 나우회계법인
1) 일반기업회계기준(2019년 개정) 16.39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사
진행율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한다. 16.40 당
기공사원가는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을 가산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환입액을 차감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된 타계정대체액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16.47
공사진행율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6.48 공사진행율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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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수분양자가 사용승인을 받아 조기착공한 부분에 한해서는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분양
가액 전체를 수익으로, 착공일까지 발생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분양공사에서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부분에
대해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개발,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농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대가로 토지의 분양을 실시한다. 이에 지방공기업 등은 사업지구를 하나
의 분양공사 수익인식 단위로 보아 토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분양가액에 진행기준을 적용하
여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 시행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수분양자는 지방공기업 등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조기착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착공 분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수익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
여 조기착공된 토지 분양대금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고 조기 착공시기까지 발생한 원가를 손
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등은 목적물인 자산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바, 수분
양자의 공사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분양시부터 토지 개발
사업 준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진행률에 따라 관련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착공(토지조성 작업이 완료 되기 전 수분양자가 사용 승인을 득하여 착공을 시작
하는 경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원가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형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며,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지출된다.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는 공사 초반에 지출되지만 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공사 준공시점까지 지
속적으로 지출된다. 이 때 조기착공의 경우 사용 승인일에 분양가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분양원가는 사용 승인일까지 지출된 비용으로 계산되므로 원가율이 실제보다 낮아지고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처럼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는 기업이 조기착공 분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조기착공 분에 대한 원가와 전체 공사원가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원가율 차이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 공사에서는 이익이 거의 발생
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조기착공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사원
가가 배부되어 공사이익이 발생하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공사 후반기로 갈수록 상대적
으로 원가율이 높아져 낮은 공사이익 또는 공사손실을 보고하게 되나 이미 지급한 법인세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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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기는 어려워 공사기간 전체 공사손익에 비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2018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수익인식 기준인 K－IFRS 제1115호2)의 경우에는 분양공사에 대
하여 애초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자체 분양사
업에 대하여 진행률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완
공전 사용승인으로 인한 회계와 법인세 사이의 원가인식의 문제와 전체 법인세 부담의 증가 문
제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분양법인의 조기착공과 관련되어 발생되
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법인세법 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K－IFRS 적용으로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분양법인의 조기착공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2.1 연구배경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지구단위 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분양법인의 경우 기존의 토
지를 형질의 변경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토지를 분양한다.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분양법인
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호 수익인식 기준
에 따라 분양공사에 대한 수익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다.
한편,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목적하는 공
사의 착공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업자에게 (지방공기업 법인 등)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조기착공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분양업자는 해당 분양사업을 하나의 수익인식
단위로 하여 진행률에 의하여 수익을 보고하고 있으나, 분양공사가 완료 되기 전 수분양자가
조기착공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 인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분양업자의 경우 전체 공사에서 볼 때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편의를 봐준 부분이 과도한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난처한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2) IFRS1115호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통제권이 고객에게 있는 경우 기업
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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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4부 4836의 경우 조기착공 부분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
는 경우 조기착공의 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 조기착공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전체를 수익
으로 해야 하는지 조기착공 승인한 부분만을 익금으로 해야 하는지, 조기착공의 분양원가를 조
기착공 시점까지 발생한 원가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원가를 예상하여 인식
해야 하는지 등 조기착공을 인도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실질적인 착공과 무관하게 분양업자가
사용승인을 한 날짜를 귀속시기로 인정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
한 금액까지만 원가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분양업자가 조기착공 부분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조기착공 부분의 원가는 과소 계산되고, 이후 공사원가는 과대 계산되어 공사
초기에는 공사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공사후기에는 공사손실이 보고됨에 따라
손실로 인한 결손은 환급받지 못하여 전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분양업자가 전체 분양공사에 대하여 조기착공 부분을 무시하고 인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 분양공사 시간이 법인세 제척기간과 겹치는 시기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납
부할 세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분양공사의 조기착공 부분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인도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전체공
사 손익에 대해 계산한 법인세 부담액보다 높은 금액을 실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2.2 선행연구
김길훈(2020)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에서 판례에서 말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발생기준과 그 실질적인 의미가 같다고 하였다. 공평과세 등 법률적 관점
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히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항
에 관해서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면 된다고 하였다.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령에 정해
진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익금과 손금의 ‘확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법령에
없어서 특정 사안별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관련 판례도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여기서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
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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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두111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김재승, 2013；윤지현, 2020).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발생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미국은 재무부령으로 익
금의 확정 요건(실현주의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법
인세법 시행령에서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두44847 판결). 더구나 시행규칙 제36조는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문구와 같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고,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도 공평과세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편이다3). 나아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
용가능하나 상장으로 인하여 IFRS를 적용해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해 일반기
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4). 실질과세 원칙보다 엄격한 법
해석은 적합한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으로 추가적인 납세 순응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에 법인세법에서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단기건설과 장기건설로 구분되며, 기업회계
에서는 진행기준을 법인세법에서도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단, 비상장중소
기업은 인도기준 가능). K－IFRS의 1115호의 수익인식 기준에 의하면 분양공사의 경우 애초에
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건설사의 자체분양사업의 경우 2017년 10월 30일 금융감
독원과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분양공사
에 대해서도 회계상 기준과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에는 차이가 없게 되었다. 다만 분양공사
3) 이자수익, 이자비용, 임대료 손익의 법인세법상 원칙은 받기로 한 날 이지만 기업이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주의 인정,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원칙은 명목가치 인도기준이지만 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 인도기준, 회수기일 도래기준도 수용하고 있다.
4)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경우 K－IFRS적용하는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건설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미리 인식하게 됨으로 인도기준에
비해 수익을 미리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K－IFRS에 의해 장부상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을지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 사항이
나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
상각비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K－
IFRS적용으로 세법상 기준내용연수가 아닌 실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내용연수가 길어지거나, 상각하
던 무형자산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고조정을 통해 감사상각비의 일부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해 줌
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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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료되기 전 수분양자에게 사용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 회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
리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상품 등 외 양도 손익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인식시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결산서상 수익인식과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의 차이가 어떠한 납세순응비용을 발생시키는
지 과거 판례와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Ⅲ. 판례의 요약 및 사례분석
3.1 판례의 요약
과거 판례를 가지고 자체분양사업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일 이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수
분양자의 의도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청구인
과 과세관청의 의견을 요약한다.
<표 1> 자체분양공사에서 공사완료 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분양분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판례
구분

청구주장

국세청장의견

택지의 양도에 관한 손익의 귀속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시기를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존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중하여 잔금청산일이 아닌 택지조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구
2459(2000.10.10.)

성준공일로 보아야 하는 바, 권리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의무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에 따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 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
사업연도이며, 이 건 공사의 분양 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각용
은 조건부 분양형태이므로 양도시 지의 양도시기를 사용승낙일이나 잔금청산일로
기를 준공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본 것은 타당하다.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

673

<표 1> 자체분양공사에서 공사완료 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분양분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판례 (계속)
구분

청구주장

국세청장의견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산출을 위한 양도차
익을 산출함에 있어 대한주택공사 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가 민간에 분양한 합동개발용지의 법시행령이 준용되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보되, 미완성 자산인 경우에는 완성시로 보아야
때라고 한 사례

하는 것인바, 대한주택공사가 민간에 분양한 합
동개발용지는 분양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이 청

대법원 2003.7.11.

산되고 사용승낙까지 하여 그 지상에 민간건

선고 2001두4511

설회사의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분양대

판결

금 청산 당시 이를 미완성의 자산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그 지상에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라 하여 그 분양토지를 양도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위 분양토지의 양도시기는 양
도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때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현행 ｢법인세법｣은 완성토지의 경우 그 대금을
를 공사 준공일이 아닌 사용승인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지방 완성토지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다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쟁점보조금 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택용지 등의
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보조 분양계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주택건설업체와
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일 등이 서로 상이함을

조심2008중3880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과세한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이 일괄적으로 개별토지에
처분의 당부

대한 각각의 계약을 사업지구 전체의 단일계약
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수익인식 방식과
달리 각 사업지구내 분양된 개별토지에 대하
여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완성토지
의 양도로 보아 사용승낙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분양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가
를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
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외 조심2014부4836, 조심2017광11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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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분양공사에서 공사완료 전 수분양자의 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판례에서는 일관적으로
분양회사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분양자의 조기착공 분에 대
하여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분에 대한 분양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액은 확정되어 있어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비용총액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기간까지의 발생비용으로 실제
원가 대비 과소하게 계상될 수 있다. 일부 사용승인 부분이 낮은 원가율을 적용 받는다면 자동
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원가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
으로 분석해 보도록 한다.

3.2 사례분석
부동산 건설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법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익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2절
에서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확정된 계약으로 총공사수익과 총공사원가의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익을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인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
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
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만 본다면 기업회계와 세법 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은 상
품 등 외의 자산에 속하며, 이에 대하여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
산을 인도하거나 고객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
일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법 상 차이가 발행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35에서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이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것으
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1)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2)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3)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는 분양이 되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K－IFRS에서는 진행기
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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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사업지구의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게 된
다. 우선 토지 조성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분
양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자산에서 공사원가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진행률을 적용하
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표 2> 토지 조성 사업의 기업회계 상 수익 인식 사례
A건설은 20×1년 1월 1일 B사업지구의 토지를 조성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분양을 하는 사업
을 시작하였다. 토지 조성을 위한 총공사예정원가는 1,000원으로 추정되며, 고객들에 대한 분양
으로 수령하게 될 총분양예정가액은 2,000원으로 결정되었다. A건설은 20×2년에 토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년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는 300원, 20×2년에 실제 발생한 공사비는 700원
이었다. 또한, A건설은 고객을 모집하여 20×1년 중 1,000원 상당의 토지를 분양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00원 상당의 토지도 20×2년 중 분양을 완료하였다.
(1) 연도별 진행률
연도별 발생 공사비
누적 발생 공사비
총공사예정원가
연도별 공사진행률

20×1년
300
300
1,000
30%

20×2년
700
1,000
1,000
100%

합계
1,000

20×1년
1,000
1,000
2,000
50%

20×2년
1,000
2,000
2,000
100%

합계
2,000

20×1년
300
50%
150
150

20×2년
1,000
100%
1,000
850

합계

20×1년
1,000
30%
300
300

20×2년
2,000
100%
2,000
1,700

합계

(2) 연도별 분양률
연도별 분양액
누적 분양액
총예정 분양액
연도별 분양률
(3) 연도별 공사원가 계산
누적 공사원가
연도별 분양률
누적 공사원가
연도별 공사원가

1,000

(4) 연도별 공사수익 계산
누적 분양액
연도별 공사진행률
누적 공사수익
연도별 공사수익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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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도별 회계처리6)
1) 20×1년
공사비 지출

(차)

재고자산

분양 시

(차)

공사미수금

300

(대)

현금

1,000

(대)

진행청구

1,000

재고자산

150

미성공사

150

300

공사원가 인식

(차)

공사원가

150

(대)

미성공사

150

공사수익 인식

(차)

미성공사

300

(대)

공사수익

300

(차)

재고자산

350

(대)

현금

700

미성공사

350
(대)

진행청구

1,000

재고자산

500

2) 20×2년
공사비 지출
분양 시

(차)

1,000

공사미수금

500

미성공사
공사원가 인식

(차)

공사원가

850

(대)

미성공사

850

공사수익 인식

(차)

미성공사

1,700

(대)

공사수익

1,700

(6) 연도별 부분재무상태표7)
20×1년 말
공사미수금

20×2년 말
1,000

공사미수금

2,000

재고자산

150

재고자산

0

미성공사

300

미성공사

2,000

진행청구

(2,000)

진행청구

(1,000)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회계에서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최초에 투입된 공사원가

300원에 대해 재고자산으로 계상을 한다. 이후 분양 계약 체결시 고객으로부터 수령할 분양대
금을 매출채권(공사미수금)으로 계상을 하면서 조성 공사 진행 중에 청구한 금액이므로 진행청
구로 계상하고, 재고자산 중 분양된 부분인 150원(50%)을 미성공사로 대체한다. 결산 시에는
공사와 관련해 지출된 누적공사비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누어 진행률을 계산하고, 누적분양액
을 총예정분양액으로 나누어 분양률을 계산한다.
결산시에는 해당 연도까지의 누적공사원가에 분양률을 곱한 금액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식한다. 즉, 미성공사 계정에서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회계
6) 아직 분양되지 않은 토지조성공사 금액은 재고자산으로, 분양된 토지조성공사에 대한 금액은 미성공
사로 계상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7) 분양대금은 전액 아직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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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다음의 식(1)로 나타내어진다.
식(1) 연도별 공사원가＝누적 공사원가×분양률－전기까지의 누적 공사원가

공사원가에 대응하는 공사수익은 해당 연도 분양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분양액 중 진행률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공사수
익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해당 금액만큼 미성공사 금액을 계상한다. 이는 다음의 식(2)처럼 나
타낼 수 있다.
식(2) 연도별 공사수익＝누적 분양액×진행률－전기까지의 누적 공사수익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20×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는 아직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 비용 150원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된다. 한편, 분양된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 비용 150
원은 공사원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면서 재무상태표에는 분양대금 기준으로 진행률

30%에 대응하는 300원이 미성공사로 계상되면서 이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되어 고객에게 청구
한 1,000원이 진행청구액으로 계상된다. 이를 통해 기말 미성공사 금액과 진행청구액이 결정되
며, 미성공사 금액이 진행청구액보다 큰 경우 자산인 미청구공사, 작은 경우 부채인 초과청구공
사가 기록된다. 본 사례에서는 20×1년 말 현재 초과청구공사로 700원이 계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년에는 투입된 공사비 700원이 미분양분에 대한 금액 350원만 재고자산으로 계상되고,
분양분에 대한 350원은 미성공사를 구성한다.8) 20×2년에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전액 분양
이 이루어졌으므로 분양 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면서 대변에 진행청구로 계상한다. 동시
에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500원을 미성공사로 대체해 주게 된다. 이후 결산시에는 진행률
을 통해 계산된 공사원가 850원과 공사수익 1,700원을 인식하면서 각각 미성공사를 조정해 주
면 20×2년 말 현재 재고자산은 0원이 되고, 미성공사 2,000원, 진행청구액 2,000원이 계상되면
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고 적절하게 청구되었음을 보여주게 된다.
이처럼 기업회계 상 진행률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분양 시점과 관계없이 공사원가
에 대응하여 공사수익이 인식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연도별 이익률이 다음의 <표 3>과 같이
8) 분양분에 대한 350원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조성공사비용이므로 공사원가를 구성하게 되
며, 20×1년에 인식된 150원과 합하여 총액 500원의 공사원가가 된다. 이는 총공사예정원가 1,000원
중 20×1년에 분양된 부분 50%에 대한 500원과 일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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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표 3> 토지 조성 사업의 기업회계 상 포괄손익계산서
20×1년

20×2년

공사수익

300

1,700

공사원가

150

850

150

공사이익
50%

이익률

850
50%

그런데 이 사례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분양이 된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고
객이 최대한 빨라 분양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조기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세법 상 손
익의 귀속시기는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에서는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손익
의 귀속시기로 하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
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손
익의 귀속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받은 토지를 고객이 조기 사용 승인하는 경
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 승인일을 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기 때문에 앞선

<표 2>의 사례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4>
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 토지 조성 사업의 법인세법 상 익금과 손금
앞선 A건설의 사례를 이용한다.
⑴ 20×1년과 20×2년에 분양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공사완료일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20×1년

20×2년

익 금

300

1,700

손 금

150

850

세무상 이익

150

850

이익률

50%

50%

자체분양공사 중 수분양자의 조기착공에 대한 법인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

679

(2) 20×1년과 20×2년에 분양된 부분이 각각 해당 연도에 전부 조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익 금

20×1년
1,000

20×2년
1,000

손 금

150

850

세무상 이익

850

150

이익률

85%

15%

만일 조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이후 분양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 진다면 위 <표 4>의 (1)과 같이 기업회계 상 진행률로 인식한 수익, 비용을 그대로 인정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고, 익금과 손금을 통해 계산된 세무상 이익이 기
업회계 상 공사이익과 일치하게 된다. 반면, 조기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승인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기 때문에 분양대
금 전액을 해당 연도의 익금이 된다. 이에 따라 20×1년도에는 850원의 세무상 이익이, 20×2
년도에는 150원의 세무상 이익이 산출되고, 사업 초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사업 기간 전체로 본다면 동일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인 고객의 조기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과세기간별 조세 부담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분양대금의 수
령도 늦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사원가의 투입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담
하게 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 운용 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는 20×1년과 20×2년에 모두 세무상 이익이 나타났으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후속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표 4>의 사례를 이용하여 후속연
도 세무상 손실의 사례를 살펴본다.
<표 5> 토지 조성 사업의 기업회계 상 수익 인식 사례
앞선 <표 2>의 사례와 모든 내용은 동일하되, 총분양예정가액은 1,500원이며, 20×1년에 750
원 상당의 토지, 20×2년에는 나머지 750원 상당의 토지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한다.
(1) 연도별 진행률
연도별 발생 공사비
누적 발생 공사비
총공사예정원가
연도별 공사진행률

20×1년
300
300
1,000
30%

20×2년
700
1,000
1,000
100%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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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분양률
20×1년

20×2년

연도별 분양액

750

750

누적 분양액

750

1,500

1,500

1,500

총예정 분양액
연도별 분양률

50%

합계
1,500

100%

(3) 연도별 공사원가 계산
20×1년
연도별 분양률

20×2년

300

누적 공사원가

합계

1,000

50%

100%

누적 공사원가

150

1,000

연도별 공사원가

150

850

1,000

(4) 연도별 공사수익 계산
20×1년
750

누적 분양액
연도별 공사진행률

20×2년

합계

1,500

30%

100%

누적 공사수익

225

1,500

연도별 공사수익

225

1,275

1,500

(5) 기업회계 상 공사이익
20×1년

20×2년

공사수익

225

공사원가

150

850

공사이익

75

425

이익률

33.33%

1,275

33.33%

(6) 세무상 이익
20×1년

20×2년

익금

750

750

손금

150

850

세무상 이익(손실)

600

(100)

이익률

8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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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사례를 보면 기업회계 상 공사이익은 총분양가 1,500원에서 총공사원가 1,000원을
차감한 500원의 이익이 20×1년에 75원, 20×2년에 425원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면서 33.33%의
이익률로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세무상으로는 20×1년에는 600원이 이익이 계상
되는 한편, 20×2년에는 (1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업은 20×1년에는 600원의 이
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20×2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워 2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600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나
타난다. 이 경우 앞선 <표 2>의 사례보다 훨씬 더 심한 자금 압박에 놓일 수 있게 되는 불합리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Ⅳ. 결 론
익금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원(법인세법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많지 않고 특히 ‘익
금의 확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특정 사안별로 판단을 하
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
본통칙 및 예규)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세관청의 해석이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법인세 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은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와 불일치
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 기준서에 제시된 특수조건(변동대가, 반품권 있는 판매, 추가 재
화․용역에 대한 고객선택권, 재매입약정 등)이 있는 경우와 계약변경을 할 때 그리고 진행기준
을 적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는 시행령(제68조, 제69조)과 시행규칙(제33조, 제34조)에서 정한
단순한 방법(거래유형별로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 적용 등)으로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률
계산에 있어서 원가법만 인정하는 것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으로서는 추가적인 납세 순응 비용이 발생한다. 명확성을 위해 이러한 경직된 규정들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과세공평과 실질과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양업체의 분양공사에서 분양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조기착공이 이루어지
는 경우 회계 상 진행률로 인식하는 공사수익과 법인세법 상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익금
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업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계기준과 세법과
의 괴리를 찾아 분석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평과세와 실질과세의 입장세 현행 법인세법의 권
리의무 확정주의원칙에 기반한 경직된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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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이다. 이러한 할증평가 규정은 이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거나,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저해된다는 비판과, 할증률
의 적용 및 그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규언 등 2009；한만수
2019；안경봉과 홍순기 2013；김태완 2019).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장
가격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현행 상증법상 비상장
기업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할증률 수준과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
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28%～40% 수준이며, 경영권 프리미
엄을 지급한 표본에서 기준일(공시일) 2개월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평균은 84.072%, 중앙값은 50.502%로 나타났다. 둘째, 인수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준으로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 지분율과 유의한 음(－)
의 관계를 보여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일수록 더 낮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실기업 여부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현행 손
실기업의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역행되는 결과를 보였다.
<주제어> 최대주주, 주식평가, 할증평가, 경영권 프리미엄, 주식양도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및 물납제도 개선방안
연구(2019.3)) 보고서 일부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자료와 내용을 보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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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식 등의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가액
등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할증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인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판
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이어서 상증법은 이를 반영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
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법상 할증평가는 상증법상 주식의
시가 판정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개별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태완 2019).
그러나, 이러한 할증평가 규정은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운다
는 비판이 있었고(안경봉과 홍순기 2013), 할증률의 적용 및 그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선
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규언 등 2009；한만수 2019；안경봉과 홍순기 2013；
김태완 2019).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수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권 프리
미엄이 더 많이 지급됨을 보였고(임자영 2018),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의미한 차등 적용(이
창민과 최한수 2019)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실증적 결과가 뒷
받침하지 않는 제도 연구이거나, 충분한 데이터와 통제변수를 활용하지 못한 현황 분석에 그친
연구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식할증평가제도와 규정을 검토하고, 상장기업의 최
대주주가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의 거래 가격을 분석함으로써 시장가격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상증법상 할증률 적용에 과거 고려되었거나, 현재 고려되고 있는 거
래 지분율의 규모, 손실기업 여부, 중소기업 여부가 할증률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증법 할증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2010년～

2020년 상장기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의 자료를 토대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
는 실제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유무 및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의 표본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28%～40% 수준이었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표본의 경우 기준일 2개월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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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2%, 중앙값은 50.502%로 나타났다. 둘째, 인수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
을 분석한 결과, 평균으로는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봉 2015；임자영 2018). 셋째, 회귀분석 결과,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
지분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보여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서 더 낮은 프리미엄이 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실기업여부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현행 손실기
업의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현행 세법상 규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넷째,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지의 여부와 거래주식의 할증률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앞서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식의 평가와 주실할증평
가제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변수의 측정과 정의, 표본 선정절차를 설
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의 가격을 분석하고 주된 실증분
석결과를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주식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본 연구의 공헌점,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주식의 평가와 주식할증평가제도
주식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며, 평가시점에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가격은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들을 반영하고 있
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간헐적이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별도의 평가방법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주식의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자산가치평가법(Asset Based Approach), 수익가치평가법

(Income Based Approach), 시장가치평가법(Market Based Aooroach)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가
치평가법은 장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으
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현실적으로 장부가액과 시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하는 과
정을 거쳐 순자산가액을 평가한다. 수익가치평가방법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의 사용으로 기대되
는 미래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 현재가치화 하는 것이 이익인지 현
금흐름인지에 따라 이익의 자본화 또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당사자간에 유사한 시점에서 매매가 되었던 적이 있는 유사기업이
나 상장되어 있는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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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법이 있다.
상기와 같은 일반적 방법론 외에도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주식의 특성을 반영
하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가치(base value)에 할인(valuation discount) 또는 할증

(valuation premium)을 적용하는 기법도 존재한다. 할인과 할증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시장
에서 분리되어 거래되는 성격이 아니며, 주식의 기본가치에 조정하는 요소로 주식의 기본가치
측정방식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할인 또는 할증의 대표적인 예는 비시
장성 할인(discount for lack of marketability：DLOM)과 경영권 할증(control premium)이 있다.
다만, 개별주식의 평가에서 있어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할인 또는 할증의 수준 또는 범위는 없
으며, 해당 주식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주식평가에 있어 가치는
① 일반적으로 공정가치가 아닌 전략적 투자 가치인 “시장성 있는 시너지 가치(synergistic

value)”, ② 경영권을 수반한 지분의 공정가치로 “시장성 있는 지배지분 가치(controlling interest
value)”, ③ 소수주주 지분의 공정가치로 “시장성 있는 소수지분 가치(minority interest value)”,
④ 소수주주의 시장성 없는 지분의 공정가치인 “시장성 없는 소수지분 가치(non－marketable

minority interest value)”로 총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우리 상증세법은 경영권 대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 평가액에 더하여 대주주 등에 대
한 명시적인 할증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할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소수
지분 할인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증법상의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양도 등에
대해서는 할증률이 적용되는데 할증평가를 포함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
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시가 적용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개별 세목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태완

2019).
주식할증평가제도는 과거 몇 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1> 할증률의 연혁
구 분
지분율 50% 이하
지분율 50% 초과

1999.12.31.
이전
10%

2003.01.01. 이후

2000.01.01.
이후

중소기업

대기업

20%

10%

20%

30%

15%

30%

2020.01.01. 이후
비중소기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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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배주주의 주식은 평가액대로 과세하되 그 외
주식을 10% 경감해 주는 제도를 택하였으나, 1993년부터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
해 10% 할증평가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은 당시 지배주주 소유주식
은 일반주식 소유주식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할증율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
였는데,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0%
를 할증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의 배경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
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었으며, 지분율 보유규모가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큰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
증율을 차등 적용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일부터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30%의 할증율
을 적용받는 기업이 통상 중소기업이므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시정하
고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율을 경감하였다. 이러한 할증률 규정은 2020년 1월에 다시 개
정되어 비중소기업에 한해서 주식평가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변경되었다.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가설의 설정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연구는 세법상 시가의 인정과 적용, 보충적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 의결권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 재무적 관점의 실증연구 등이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김태완 2019). 그러나 비상장주식 등의 할증평가와 직접 관련
된 선행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는 정규언 등(2009), 한만수(2009), 안경
봉과 홍순기(2013) 등을 들 수 있다.
정규언 등(2009)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배지분 할증, 소수지분 할인 및 비시장
성 할인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
규언 등(2009)은 우리나라의 일률적인 대주주 할증 규정은 방법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할증률을 조정한 금액과 순자산
가치와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만수

(2009)는 지배권 가치의 존부나 그 가액을 달리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동일하고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현행 상증세법상 규정의 타당성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산규모, 업
종 등을 분석하여 할증률을 정형화 해야 하며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주식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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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할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경봉과 홍순기(2013)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배지분 할증 및 소수 지분 할인에 대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관련 규정 및 이론을 검토하여, 이
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주식에 20～30%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회사 상황, 거래 상대방, 거래량에 따라 할증률이 차등적용되어
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태완(2019)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영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의
적용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판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매거래 등의 방식으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으
로 인정되어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은 순손익가치에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과 순
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와 관련된 문헌들은 현행 제도의 일률적인 할증규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정규언 등 2009；한만수 2009；안경봉과 홍순기 2013；
김태완 2019)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 연구는 자료의 제한 등으
로 시도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김석봉(2015), 임자영(2018), 이창민과 최한수(2019)의
연구가 있다. 김석봉(2015)은 2005～2014년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39～53% 임을 보여주었다.
임자영(2018)은 2017년 기준으로 48～56%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
었는데, 기업인수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수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지배주주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
므로 소수주주의 이익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
더 낮은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을 보였다. 그리고 이창민과 최한수(2019)는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통해 할증률 20%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 폐지에 대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창민과 최한수(2019)는 지배주주의
지분이전을 통해 최대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보유지분율 10% 이상 표본으로 분석한 경우 48～6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현황분석 수준에 그쳤으며, 할증률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 것은 박성훈

(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성훈(2014)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
분율과 기업규모 등이 할증률과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며, 할증평가는 중복할증의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획일적인 할증률 적용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지고 있는 불
완전성으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획일적으로 가산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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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김태완 2019).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
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다시 20～30%의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안경봉․홍순기

2013). 임자영(2018)은 인수 지분율이 높은(50% 이상) 거래 보다 지분율이 낮은(50% 미만) 거래
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많이 지급됨을 보였는데, 이는 미국, 독일, 싱가폴 등에서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수의 연
구에서 할증률 적용의 배경인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 유무, 수준에 대한 구체적 고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할증률의 적용 및 그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
해 결손금이 있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김태완 2019). 그리고, 일반기업과 중
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수도 있다(이창민과 최한수 2019). 그러
나 이러한 결과등은 단순변량을 통해 제시된 현상으로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에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의 할증률과 관련한 자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
는 거래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할증률 수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할증률 차등 적용이나, 추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수 지분율(가설 1), 손실기업
여부(가설 2), 중소기업여부(가설 3)와 할증률의 관계를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 후 이를 실
증분석 하고자 한다.
가설 1：인수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경 거래 주식 가치의 할증률과 관계가 없다.
가설 2：손실기업여부는 최대주주 변경 거래 주식 가치의 할증률과 관계가 없다.
가설 3：중소기업여부는 최대주주 변경 거래 주식 가치의 할증률과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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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모형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1. 연구모형의 설정
할증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여기서 할증의 목
적은 최대주주가 누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하기 위함이다(이창민과 최한수 2019). 본 연
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거래에서 어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간의 할증률의 수준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현황 등의 검토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인수
지분율, 중소 및 손실기업 여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     
변수명
PREMIUM
PRM1
PRM2
PRM3
PRM4
PRM5
VAR
RATIO
LOSS

식(1)

조작적 정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시일 당일 종가 기준
：공시일의 1일전 종가 기준
：공시일의 1주일 전 종가 기준
：공시일의 1개월 전 종가 기준
：공시일의 2개월 전 후 평균가 기준
：관심변수
：인수 지분율 (거래주식 수/상장주식 수)
：손실기업여부：공시일 직전 3개년 모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SMALL ：중소기업여부：중소기업인 경우＝1, 그렇지 않는 경우＝0
TRADE
：거래규모；ln(거래주식 수×매수단가)
SIZE
：기업규모；시가총액의 자연로그값
ROA
：수익성：당기순이익/자산총계
CFO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자산총계
GRW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LEV
：안정성；부채비율
BIG
：Big4 감사인 여부
FOR
：외국인지분율；기말 외국인 보통주지분율
LARGE
：최대주주지분율；기말 최대주주 보통주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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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MKT
YEAR
IND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
：시장구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는＝0
：연도별 지시변수
：산업별 지시변수

경영권프리미엄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필요한 주식 지분에 주식의 평가가치를 상회
하는 할증액을 의미한다(김화진 2012). 다시 말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하며, 경영
권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다(이창민과 최한수 2019).
경영권 프리미엄＝[거래가격－공시 이전 시장가격)/공시 이전 시장가격]

식(2)

위의 식 (1)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경영권 프리미엄(PREMIUM)의 계산은 공시된 주식 양수
도 계약상의 주당 인수가와 기준 시장가격의 차액을 기준 시장가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측정
한다. 기준 시장가격은 Barclay and Holderness(1989), 임자영(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최
대주주 변경 등 보고서의 공시일, 공시일의 1일 전, 1주일 전, 1개월 전의 종가 및 2개월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관심변수는 인수 지분율(RATIO), 손실기업여부(LOSS), 중소기업여부(SMALL)이다. 여기에서
인수 지분율(RATIO)은 최대주주변경이 수반 되는 거래의 거래 주식 수를 상장 주식수로 나누
어 측정하였다. 손실기업여부(LOSS)는 공시일 직전 3개년 모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부여하였으며, 중소기업여부(SMALL)는 NICE평가정보

(주)의 KISVALUE의 일반사항 정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을 부여한 지시변수이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할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고자 경영권프리
미엄을 다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Barclay and Holderness 1989；박성훈 2014；김
태완 2019). 경영권 프리미엄은 거래되는 주식량, 회사의 지분구조, 거래상대방, 협상조건과 협
상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김태완 2019). 그렇기 때문에 각 거래의
규모를 통제하였다. 거래규모(TRADE)는 거래주식수량과 거래단가의 곱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지분구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외국인 보통주지분
율(FOR), 최대주주 보통주지분율(LARGE)을 선정하였다(박성훈 2014).
또한, 기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규모(SIZE), 수익성(ROA), 영업현금흐름(CFO),
성장성(GRW), 안정성(LEV) 변수를 선정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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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Barclay and Holderness 1989；박성훈 2014). 수익성(ROA)은 당기순이익을 자산총
계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영업현금흐름(CFO)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자산총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장성(GRW)은 기업의 매출액의 증가정도를 의미하며, 재무적 안정성을
대용하는 안정성(LEV)은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서
개별기업의 위험을 통제할 목적으로 체계적위험(BETA)을 선정하였으며, 감사인의 특성(BIG)을
통제하고자 주식발행법인이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아니면 “0”을 부여하였다.
이밖에도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상장시장 지시변수(MKT)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유가증
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0”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산업별 고정효과를 완화하고자 연도(YEAR)와 산업(IND)의 지시변수를 포함하였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손
실기업여부, 중소기업여부, 지분거래량 수준이 경영권 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증권거래법 제36조(보고사항), 제200조의2(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등 법률에 따라 최
대주주의 변경과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상장기업의 2010년～2020년 기간의 “최대주주 변
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나타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를 수집하였다. 한편 주가 및 통제변수 측정을 위한 재
무정보는 FnGuide의 DataGuide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중소기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의 일반사항 정보를 통해 반영하였다.
각 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변동일, 변동내역, 취득/처분 방법, 취득/처분 단가 등을 입수하여
거래수량 및 단가를 파악하였으며, 분석대상거래는 기존의 최대주주인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최
대주주의 지위를 주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내역과
거래 수량 및 가격을 수집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병합한 자료에서 다음의 조건에 해
당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⑴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경우
⑵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에 속하는 경우
⑶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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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자본잠식인 경우
이 밖에도 분석에 활용할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측정 시 해당 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표본은 제외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표본은 206개 이며, 이에 대한 표본분포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표본은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제조업(120개)
의 비중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 20.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
보서비스업 8.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분포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

N

비중(%)

광업

B

2

0.97

제조업

C

120

58.2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

1.46

건설업

F

9

4.37

도매 및 소매업

G

43

20.87

운수업

H

1

0.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8

8.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4

1.9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2

0.97

교육 서비스업

P

1

0.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

1.46

206

100(%)

Total

Ⅴ.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본 분석에 활용된 각 변수의 기술통계이다. 먼저,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우 PRM1,
PRM2, PRM3, PRM4, PRM5 평균은 각각 28.61, 30.33, 35.78, 41.65, 40.35으로 나타났으며, 프
리미엄의 경우 －90.83에서 최대 604.42 까지 발생하는 등 편차는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프리미엄의 표준편차는 약 82～93 사이로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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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0.75

PRM1

Variable

206

28.61

82.31

－90.83

최소값

－16.26

0.25

1.74

50.28

470.02

PRM2

206

30.33

84.1

－90.83

－15.57

3.37

54.57

469.05

PRM3

206

35.78

90.07

－90.83

－17.86

8.18

68.95

523.09

PRM4

206

41.65

93.46

－90.83

－14.49

12

75.91

503.97

PRM5

206

40.35

92.83

－90.83

－13.67

7.84

79.09

604.42

RATIO

206

14.65

14.86

0.01

4.4

10.54

19.28

87.71

POWER

206

22.65

14.61

3.28

11.93

19.20

29.30

75.50

LOSS

206

0.31

0.46

0

0

0

1

1

SMALL

206

0.81

0.4

0

1

1

1

1

TRADE

206

4.2

1.54

2.22

3.22

4.39

5.16

9.43

SIZE

206

11.24

0.9

9.19

10.66

11.16

11.69

14.47

ROA

206

－0.13

0.25

－1.69

－0.26

－0.07

0.03

0.87

CFO

206

－0.03

0.13

－0.54

－0.09

－0.01

0.05

GRW

206

0.15

0.94

－0.87

－0.17

－0.01

0.21

LEV

206

0.46

0.21

0.03

BIG

206

0.26

0.44

0

0

0

1

FOR

206

3.44

7

0

0.49

1.32

3.59

63.01

LARGE

206

24.71

14.81

1.85

12.96

21.54

32.79

71.51

BETA

206

0.82

0.44

－0.69

0.55

0.8

1.11

MKT

206

0.21

0.41

0

0

0

0

0.3

0.47

0.6

최대값

0.45
7.4
0.96
1

2.52
1

여기서 PRM1：당일 종가 기준 프리미엄, PRM2：1일전 종가기준 프리미엄, PRM3：1주일 전 종가기준
프리미엄, PRM4：1개월 전 종가기준 프리미엄, PRM5：2개월간 평균가 기준 프리미엄, RATIO：인수 지
분율, POWER：인수 후 최대주주 지분율 LOSS：손실기업여부, SMALL：중소기업여부, TRADE：거래규
모, SIZE：기업규모, ROA：수익성, CFO：영업현금흐름, GRW：성장성, LEV：안정성 BIG：감사인이 삼
일, 삼정, 한영, 안진이면 1, 아니면 0 FOR：기말 보통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LARGE：기말 최대주주
보통주지분율, BETA：체계적 위험 MKT：유가증권시장이면 1, 코스닥시장이면 0

주된 관심변수인 거래 지분율(RATIO)의 평균은 14.65% 수준이며, 최소값은 0.01, 최대값은

87.71로 나타났다1). 한편, 인수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POWER)의 평균은 22.65% 수준을 나타
내고 있으며, 최소값 3.28이며, 최대값은 75.5%이다2).
1) 최소값은 현대엘리베이터로 2014년 10월 27일 장외매수를 통해 37,900원에 현대글로벌(주)외 18인에
서 현정은외 20인으로 변경된 거래의 일부이며, 최대값은 세종공업으로 12,100원에 박정길외 3명에서
주식회사에스제이원외 1명으로 변경된 거래이다. 예를 들어 세종공업의 경우 19,632,513주 중 장외매
수로 17,589,044주로 약 87.71%의 주식이 거래되어 변동되었다.
2) 이는 2016년 7월 26일 구치덕에서 주식회사 제이피에셋투자로 변경된 거래이며, 최대값은 75.5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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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실기업여부(LOSS)의 평균은 0.31로 표본 내 31% 정도가 3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
전순이익이 음(－)인 것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여부(SMALL)의 평균은 0.81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비교하여 잦은 경영권 변경이 발생한다고 도 볼 수 있다. 이와 일관되게 MKT의 평균
은 0.21로 이는 곧 코스닥시장의 표본이 전체 표본의 79%임을 의미하며,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에서 경영권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거래량(TRADE)의 평균(중앙값)은 4.2(4.39), 기업규모(SIZE)의 평균(중앙값)은

11.24(11.16)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ROA)의 평균(중앙값)은 －0.13(－0.07), 영업현금흐름(CFO)
의 평균(중앙값)은 －0.03(－0.01), 성장성(GRW)의 평균(중앙값)은 0.15(－0.01), 안정성(LEV)
의 평균(중앙값)은 0.46(0.47)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외국인지분율(FOR)의 평균(중앙값)은 3.44

(1.32), 최대주주지분율(LARGE)의 평균(중앙값)은 24.71(21.54)이며, BIG4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는 표본은 26%로 나타났다.

2. 단일 변량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2012년～2020년 중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계약이 공시되어 그 계약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총 206건이며, 거래 규모 및 할증률 규모는 <표 4>와 같다.
<표 4> 최대주주 변동 거래 현황
구분

2012

거래수

15

2013
14

2014

2015

13

19

2016
32

2017

(단위：건, 억 원, %)
2018

2019

2020

전체

19

18

45

31

206

평균

969.3

80.1 120.4

568.5

81.7 186.1

85.8

176.4

298.4

256.8

거래

중앙값

79.3

44.6 100.0

50.0

68.6 114.6

77.5

81.7

100.0

80.4

규모

최소값

9.6

6.5

3.3

0.9

0.1

3.0

1.0

0.1

4.3

3.4

최대값 12,000.0 235.6 299.3 7,228.2 283.4 646.4 260.0 1,882.4 4,217.0 12,480.7
평균

22.7

12.4

20.4

18.9

9.8

17.8

8.5

13.0

15.8

14.7

인수

중앙값

17.5

6.1

16.9

9.3

8.1

12.0

6.0

7.4

12.7

10.5

지분율

최소값

6.0

1.0

0.0

0.1

0.8

0.6

0.8

0.3

0.2

0.0

최대값

65.2

49.6

49.6

87.7

34.0

46.4

31.5

56.8

59.3

87.7

평균

29.8

22.1

30.4

26.9

17.8

25.3

17.5

21.5

21.6

22.7

중앙값

29.3

20.8

23.6

19.2

15.0

23.7

14.8

19.1

19.7

19.2

소유비율 최소값

6.2

5.3

11.4

4.4

3.3

5.4

5.8

5.4

4.6

3.3

최대값

65.3

45.5

62.6

75.5

46.5

60.2

55.3

66.6

59.3

75.5

변경 후

년 9월 30일 대한광통신 주식회사외 8인에서 주식회사 니케 외 4인으로 변경된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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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양수도 거래의 규모는 평균 257억 원 수준이고 중앙값 기
준으로 80.4억 원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인수 지분율 규모는 평균 기준으로

14.65%이고, 중앙값기준으로 10.54%로 나타났다. 한편, 변경 후 소유비율은 평균적으로 22.65%
중앙값은 19.2%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중 2012년에 거래규모, 인수지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높았고, 2018년에 거래규모, 인수지분율 수준이 낮았다.

<표 5>는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된 주식 양수도 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유무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에 따르면 상당수의 거래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현황

(단위：건, %)

당일
종가기준

1일전
종가기준

1주일전
종가기준

1개월전
종가기준

2개월 전․후
평균가기준

개수

108

110

120

124

123

경영권

평균

77.955

79.356

81.146

85.926

84.072

프리미엄

중앙값

43.854

50.536

46.610

52.847

50.502

지급

최소값

0.287

0.752

0.564

0.155

0.075

최대값

470.017

469.048

523.091

503.971

604.421

개수

98

96

86

82

83

경영권

평균

－25.761

－25.852

－27.527

－25.315

－24.444

프리미엄

중앙값

－17.122

－17.345

－20.737

－18.998

－19.010

미지급

최소값

－90.833

－90.833

－90.833

－90.833

－90.833

최대값

0.000

0.000

0.000

0.000

0.000

구

분

상증법상 기준주가 즉, 기준 시장가격을 공시일 2개월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볼 경우 경
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는 약 60% 수준으로 전체 206건 중 약 123건이 경영권 프리미
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균은 84.072%, 중앙값 50.502%,
최소값 0.075%, 최대값 604.421%임을 보였다. 한편, 공시일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볼 경우 경
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래는 평균은 약 77.955%, 중앙값은 43.854% 수준으로 전체 206건
중 108건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의 측정시 공시일
과 기준가격의 시차가 클수록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표본의 경우 편차가 매우 커 할증률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판단에는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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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할 수 있는데, 중앙값 기준으로 보면 선행연구의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김석
봉(2015)은 39%～53%, 임자영(2018)은 48%～56%, 이창민과 최한수(2019)는 48%～68% 수준
을 제시하고 있다.

<표 6>은 인수 지분율을 20%, 50% 기준으로 나누어 보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이다3).
인수 지분율이 ‘20% 미만’ 구간의 평균이 당일 종가기준 34.227%, 2개월 전․후 평균가 기준

46.698%로 다른 구간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리고 2개월 전․후 평균가 기준으로 ‘20% 이상
50% 미만’ 구간의 경우 평균 20.045%이며, 50% 이상은 13.154%로 인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
영권 프리미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인수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10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표 6>과 일관되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
균은 ‘20% 미만’ 구간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50% 이상 구간에서 점차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6> 인수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

(단위：건, %)

개수

당일
종가기준

1일전
종가기준

1주일전
종가기준

1개월전
종가기준

2개월 전․후
평균가기준

20%미만

159

34.227

36.256

41.970

48.476

46.698

평

20%이상～50%미만

39

9.397

10.585

15.636

18.976

20.045

균

50%이상

8

10.753

8.730

10.901

16.414

13.154

전체

206

28.610

30.330

35.780

41.650

40.350

20%미만

159

1.351

3.976

9.493

12.747

9.628

20%이상～50%미만

39

1.597

2.117

1.409

7.282

－0.224

50%이상

8

6.393

4.089

9.472

12.762

11.280

206

1.740

3.370

8.180

12.000

7.840

구 분

중
앙
값

전체

임자영(2018)의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지분율이 낮은(50% 미만)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
이 지급하는 등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 높은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임자영(2018)은 지배주주로부터 50% 미만의 지분 인수만으로
3)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을 분석한 김석봉(2015)은 인수된 경영권 지분율을 20%～50% 미만, 50% 이상
으로 나누어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임자영(2018)은 인수 지분율 20% 미만, 20% 이
상～50% 미만, 50%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수 지분율에 따른 프리미엄 지급 현황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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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았고 김석봉(2015)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적은
지분을 인수하므로 높은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중앙값 기준으로 보면 2개월간 평균가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의 중앙값은

9.628, ‘20% 이상 50% 미만’은 －0.224%, ‘50% 이상’ 구간은 11.2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는 20%～30% 구간과 50%～60% 일부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7> 인수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상세)
개수

당일
종가기준

1일전
종가기준

1주일전
종가기준

10% 미만

100

39.329

40.844

10%～20%

59

25.578

20%～30%

20

30%～40%

1개월전
종가기준

2개월 전․후
평균가기준

46.162

54.167

51.836

28.480

34.865

38.830

37.980

19.768

22.263

26.350

26.000

30.228

9

－16.885

－17.488

－16.569

－8.201

－11.397

40%～50%

10

12.307

12.493

23.194

29.386

27.970

50%～60%

6

12.922

10.289

14.278

21.127

16.336

60%～70%

1

8.906

8.179

8.469

12.536

16.593

70%～80%

0

80%～90%

1

－0.412

0.000

－6.923

－7.985

－9.370

90%～100%

0

구 분

평
균

(단위：건, %)

전체

206

28.610

30.330

35.780

41.650

40.350

10% 미만

100

1.939

3.110

8.048

12.220

9.189

10%～20%

59

0.000

4.651

17.688

12.740

9.628

20%～30%

20

15.798

18.727

22.920

18.029

20.988

30%～40%

9

－26.984

－24.559

－19.683

－12.560

－8.660

중

40%～50%

10

－6.810

－9.819

－0.030

－0.832

－4.309

앙

50%～60%

6

11.363

8.794

15.272

29.108

20.266

값

60%～70%

1

8.906

8.179

8.469

12.536

16.593

70%～80%

0

80%～90%

1

－0.412

0.000

－6.923

－7.985

－9.370

90%～100%

0
1.740

3.370

8.180

12.000

7.840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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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이익유무별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
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청산확정, 결손금, 영업손실 등의 경우에
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할증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김태완, 2019).
그러나,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다(김
태완, 2019). 이에 따라 결손 법인 지분거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
손법인은 공시일 직전 3개년 모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음(－)인 법인으로 분류하였고, 이익
법인은 그렇지 아니한 법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이익법인의 경우(143개) 1일전 종가기준

24.002%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며, 당일 종가기준 22.292%, 2개월 전․후 평균가 기준 32.338%
의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이익유무별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
당일 종가기준

1일전
종가기준

1주일전
종가기준

1개월전
종가기준

2개월 전․후
평균가기준

개수

143

143

143

143

143

평균

22.292

24.002

27.697

33.769

32.338

중앙값

0.000

2.008

3.750

2.190

2.860

최소값

－82.964

－83.740

－85.480

－19.192

－84.182

최대값

470.017

469.048

523.091

503.971

604.421

개수

63

63

63

63

63

구 분

이익법인

결손법인

(단위：건, %)

평균

42.960

44.684

54.121

59.525

58.535

중앙값

8.042

14.022

17.688

21.472

20.788

최소값

－90.833

－90.833

－90.830

－90.833

－90.833

최대값

401.753

393.882

492.659

383.871

419.031

<표 9>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일 종가
기준의 평균(중앙값)은 32.375(13.009)이며, 2개월 전․후 평균가 기준으로는 평균(중앙값) 46.754

(14.345)로 나타났으며, 비중소기업의 경우 당일 종가기준의 평균(중앙값)은 13.009(－0.086)이
며, 2개월 전․후 기준으로 평균(중앙값)은 13.770(－0.677)로 나타났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비중소기업에 비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균 및 중앙값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창민과 최한수(2019)는 상증법상 개정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할증 폐지 의견과 관
련하여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인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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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결과등은 단순변량을 통해 제시된 현상으로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표 9>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중소 vs 비중소기업)
당일 종가기준

1일전
종가기준

1주일전
종가기준

1개월전
종가기준

2개월 전․후
평균가기준

개수

166

166

166

166

166

평균

32.375

34.557

40.822

48.815

46.754

중앙값

1.939

6.031

12.060

16.365

14.345

최소값

－82.964

－83.740

－85.486

－82.877

－84.182

최대값

470.017

469.048

523.091

503.971

604.421

개수

40

40

40

40

40

평균

13.009

12.772

14.846

11.894

13.770

중앙값

－0.086

0.000

0.987

－0.943

－0.677

최소값

－90.833

－90.830

－90.833

－90.833

－90.833

최대값

146.784

149.021

158.389

152.840

154.637

구 분

중소

비중소

(단위：건, %)

3. 상관관계분석
<표 10>은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변수인
인수 지분율(RATIO), 손실기업여부(LOSS), 중소기업여부(SMALL)와 종속변수인 경영권 프리미
엄(PRM1～PRM5)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수 지분율(RATIO)은 각 프리미엄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수 지분율(RATIO)이 큰 경우 경영권 프리미
엄(PRM)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손실기업여부(LOSS)의 경우 PRM2를 제외하고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손실기업의 경우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
업(SMALL)의 경우 PRM3, PRM5 변수에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

***

**

－0.144

0.114

0.103

0.096

***

***

**

*

PRM4

PRM5

SMALL 0.093

TRADE

***

0.098

0.116

*

－0.124

－0.058

－0.012

－0.031

－0.089

*

LEV

BIG

FOR

LARGE －0.063

BETA －0.023

－0.015

0.066

－0.056

－0.007

－0.221

***

0.076

－0.06

－0.073

1

LOSS

1

***

**

***

***

***

－0.161 －0.03

0.132

*

0.242

***

0.055

0.157**

－0.148

**

0.085

0.238

***

0.243

***

0.167

**

0.226***

－0.127

*

0.053

*

－0.132

0.161**

0.117

0.242***

1

SIZE

*

0.170

**

0.249***

1

TRADE

0.216***－0.082 －0.261*** 0.013

－0.03

**

0.446 －0.206 －0.464

***

0.049 －0.085 －0.049

－0.126*

0.243 －0.044

***

0.019 －0.009

0.224***－0.06

－0.071

－0.042

0.167 －0.182 －0.237

***

0.151 －0.395 －0.239

***

**

***

0.123 －0.180 －0.280

***

*

***

0.710 －0.287 －0.167**

***

SMALL

주2) ***, **, *의 경우는 1%, 5%, 10%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보고된 내용과 같음.

－0.114

－0.063

－0.055

－0.120* －0.120*

－0.014

0.066

－0.05

－0.002

－0.222***

1

RATIO

0.141** －0.235*** 0.166**

0.130

*

－0.143**

1

PRM5

－0.042

－0.027

－0.059

－0.111

－0.1

－0.04

0.053

－0.052

－0.001

－0.218

***

0.056

0.157**

0.127

*

－0.145

**

0.980***

1

PRM4

－0.039

－0.038

0.072

***

－0.218

0.09

0.114

0.136

*

－0.138

**

0.952***

0.927***

1

PRM3

MKT －0.128* －0.129* －0.135* －0.106

－0.117

－0.086

0.068

GRW

－0.064

－0.060

CFO

0.003

0.001

－0.208

***

0.941

ROA

SIZE －0.204

LOSS

RATIO －0.140

0.939

0.911

0.914

0.979***

PRM3

0.978

***

1

0.996***

PRM2

PRM2

1.000

PRM1

PRM1

<표 10> 변수의 상관관계

***

0.06

1

GRW

1

LEV

0.018

0.119

*

0.029

1

BIG

1

0.089

1
0.071 0.074 0.046 0.115* －0.167**

0.044 －0.102 －0.024 0.06
－0.061

1

FOR LARGE BETA

－0.055 －0.089 0.119 0.03

*

－0.068 －0.086 0.008

0.178** －0.108 －0.09

－0.170

**

0.156**

1

CFO

0.131* －0.012

0.099

0.298

0.07

0.139**

－0.427

***

0.035

0.389***

1

ROA

1

M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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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와 프리미엄(PRM)간의 관계는 기업규모(SIZE)의 경우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BIG4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의 품질이 높은 기업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일부 프리미엄(PRM)변수에서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크
거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프리미엄(PRM)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변수간에 분석한 단변량 분석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엄 변수를
제외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없으며, 다음 절의 회귀분석시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4.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의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인수 지분율, 중소 및 손실기업 여부가 할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인수 지분율(RATIO), 손실기업여부(LOSS), 중소기업
여부(SMALL)와 할증률(PREMIUM)과의 관계를 회귀모형 내   의 계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표 11>은 인수 지분율(RATIO)과 할증률(PRM1－PRM5)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연
구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각각 2.388, 2.434, 2.249, 2.362, 2.463이며, 모두 1% 수준에
서 유의한 값을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는 각각 0.169, 0.173, 0.155,

0.166, 0.1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는 연도(YEAR)와 산업(IND) 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
며,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와 t값은 표시하지 않았다.
인수 지분율(RATIO)과 프리미엄(PRM)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인수 지분율(RATIO)의 회귀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즉, 인수 지분율(RATIO)이 클 수록 프리미엄(PRM)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미국, 독일, 싱가폴의 경
우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에서 더 낮은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다는
국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석봉 2015；임자영 2018).
한편, 통제변수의 결과를 보면 프리미엄(PRM)은 거래량(TRADE)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기업규모(SIZE)의 경우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거래량이 클수록 다시 말해 인수
거래 자체의 규모가 클 경우 프리미엄(PRM)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인수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프리미엄(PRM)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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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수 지분율과 할증률의 관계
Variables

(1)

(2)

PRM1

PRM2
*

Intercept
RATIO
TRADE
SIZE
ROA
CFO
GRW
LEV
BIG
FOR
LARGE

(3)

183.054

(4)

PRM3
**

199.433

(5)

PRM4
**

220.690

PRM5
*

193.059

211.273**

(1.96)

(2.10)

(2.14)

(1.82)

(2.02)

－3.093***

－3.205***

－3.300***

－3.223***

－3.440***

(－4.86)

(－4.94)

(－4.70)

(－4.45)

(－4.81)

***

***

***

***

32.687***

29.520

30.263

31.025

30.006

(5.26)

(5.29)

(5.01)

(4.70)

(5.18)

－26.063***

－27.696***

－29.864***

－29.257***

－31.148***

(－3.31)

(－3.45)

(－3.43)

(－3.26)

(－3.52)

8.565

10.265

7.815

3.633

1.596

(0.30)

(0.36)

(0.25)

(0.11)

(0.05)

－46.501

－51.708

－37.358

－27.069

－34.191

(－0.93)

(－1.02)

(－0.68)

(－0.48)

(－0.61)

9.611

10.418

7.942

9.963

11.121

(1.52)

(1.61)

(1.13)

(1.38)

(1.56)

－19.153

－20.692

－23.723

－20.852

－23.538

(－0.62)

(－0.65)

(－0.69)

(－0.59)

(－0.67)

3.569

4.395

0.632

－4.186

－2.464

(0.27)

(0.33)

(0.04)

(－0.28)

(－0.17)

0.498

1.194

－2.577

3.365

2.041

(0.03)

(0.08)

(－0.15)

(0.20)

(0.12)

－0.683

－0.798

－0.722

0.197

－0.005

(－0.86)

(－0.98)

(－0.82)

(0.22)

(－0.01)

0.714

0.774

0.828

0.785

0.906*

(1.57)

(1.67)

(1.66)

(1.52)

(1.78)

－14.595

－12.151

－15.690

－20.265

－21.670

(－1.03)

(－0.84)

(－1.00)

(－1.25)

(－1.36)

YEAR

YES

YES

YES

YES

YES

IND

YES

YES

YES

YES

YES

BETA
MKT

F Value
2

***

2.388

*

***

2.434

*

***

2.249

***

2.362

2.463***

Adj. R

0.169

0.173

0.155

0.166

0.176

N

206

206

206

206

206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보고된 내용과 같음.
주2) 괄호( )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의 경우는 1%, 5%, 10%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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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인수 지분율(RATIO)의 구간을 세분하여 할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 결과는 통제변수의 결과는 표시하지 않았다. ‘10% 미만’ 구간과 ‘20% 미만’ 구간의 제한
된 표본만을 분석한 결과도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10% 이상～

20% 미만’ 구간 및 ‘20% 이상’ 구간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의 지배권이라는 별도의 가치를 수반함이 분명하므
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평가함에 있어서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는 제
도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안경봉과 홍순기 2013), 인수 지분
율의 구간에 따라 할증률과의 관계가 차별적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2> 인수 지분율 구간에 따른 할증률의 관계

구 분

10% 미만

20% 미만

10% 이상

10%～20%

20％ 이상

Coeff

Coeff

Coeff

Coeff

Coeff

(t)

(t)

(t)

(t)

(t)

－1.276

－4.82

(－1.44)

(－1.11)

－1.454

－4.802

***

PRM1

－29.756

(－6.06)
***

PRM2
PRM3

－30.152

N

(－4.66)
***

－9.078

－3.103

(－4.86)
***

－3.351

(－6.09)

(－4.50)

(－5.01)

(－1.56)

(－1.05)

－9.603***

－3.408***

－1.212

－4.581

(－5.65)

(－4.40)

(－4.71)

(－1.16)

(－0.95)

－1.311

－5.826

(－1.35)

(－1.20)

－28.160

(－4.54)
***

PRM5

－9.195

***

－31.303***
***

PRM4

***

－31.122

***

－9.391

(－4.12)
***

－9.975

***

－3.289

(－4.60)
***

－1.526

－6.087

(－5.23)

(－4.46)

－3.420

(－4.94)

(－1.56)

(－1.31)

100

159

106

47

59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보고된 내용과 같음.
주2) 괄호( )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의 경우는 1%, 5%, 10%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표 13>은 손실기업여부(LOSS)와 프리미엄(PRM)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손실기업
여부(LOSS)와 프리미엄(PRM)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손실기업여부(LOSS)의
회귀계수는 모든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손실기업의 경우
프리미엄(PRM)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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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손실기업여부와 할증률의 관계
Variables
Intercept
LOSS

(1)

(2)

PRM1

PRM2

158.468

SIZE
ROA
CFO
GRW
LEV
BIG
FOR
LARGE
BETA

PRM3
*

174.069

*

193.025

(4)

(5)

PRM4

PRM5

166.759

183.421*

(1.61)

(1.74)

(1.80)

(1.51)

(1.67)

30.080**

30.665**

38.288**

34.286**

35.640**

(2.13)

(2.13)

(2.48)

(2.16)

(2.25)

***

TRADE

(3)

10.830

***

10.867

**

11.393

**

10.677

12.006***

(2.68)

(2.64)

(2.58)

(2.35)

(2.66)

－16.797**

－18.097**

－19.918**

－19.573**

－20.820**

(－2.08)

(－2.20)

(－2.26)

(－2.16)

(－2.31)

42.356

45.021

47.083

40.371

40.314

(1.40)

(1.45)

(1.42)

(1.18)

(1.19)

－77.052

－83.316

－70.623

－59.222

－68.409

(－1.48)

(－1.57)

(－1.24)

(－1.01)

(－1.17)

5.458

6.115

3.490

5.625

6.493

(0.83)

(0.91)

(0.48)

(0.76)

(0.88)

－26.958

－28.689

－33.173

－29.518

－32.615

(－0.82)

(－0.86)

(－0.92)

(－0.80)

(－0.89)

－8.532

－8.132

－12.451

－16.877

－15.984

(－0.63)

(－0.59)

(－0.84)

(－1.10)

(－1.05)

－18.895

－18.906

－23.245

－16.831

－19.522

(－1.23)

(－1.21)

(－1.39)

(－0.98)

(－1.14)

－0.779

－0.897

－0.815

0.102

－0.108

(－0.93)

(－1.05)

(－0.89)

(0.11)

(－0.12)

－0.276

－0.253

－0.224

－0.244

－0.194

(－0.65)

(－0.58)

(－0.48)

(－0.51)

(－0.41)

0.340

3.256

1.119

－4.287

－4.750

(0.02)

(0.21)

(0.07)

(－0.26)

(－0.28)

YEAR

YES

YES

YES

YES

YES

IND

YES

YES

YES

YES

YES

MKT

F Value

**

**

**

**

1.707**

1.600

1.610

1.597

Adj. R

0.081

0.082

0.080

0.096

0.094

N

206

206

206

206

206

2

1.724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보고된 내용과 같음.
주2) 괄호( )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의 경우는 1%, 5%, 10%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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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계
속해서 결손금(각사업연도소득금액 기준)이 있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상장기업의 손실기업의 경우 오히
려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현행 제외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표 14>는 중소기업여부(SMALL)과 프리미엄(PRM)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중소기
업여부(SMALL)와 프리미엄(PRM)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이창민과 최한수(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중소기업 할증 폐지 개정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인수 지분율(RATIO), 손실기업여부(LOSS), 중소기업여부

(SMALL)를 모두 포함한 결과도 앞선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인수 지분율(RATIO)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손실기업여부(LOSS)는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중소기업여부(SMALL)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4> 중소기업여부와 할증률의 관계
Variables

(1)

(2)

PRM1

PRM2
*

Intercept

SMALL

TRADE

ROA

CFO

PRM3
*

*

(4)

(5)

PRM4

PRM5

191.705

202.432

213.250

141.947

172.907

(1.79)

(1.85)

(1.81)

(1.18)

(1.44)

－12.414

－10.046

－5.367

15.478

8.869

(－0.66)

(－0.52)

(－0.26)

(0.73)

(0.42)

9.325**

9.336**

9.486**

8.983**

10.240**

(2.32)

(2.27)
**

SIZE

(3)

(2.14)
**

(1.98)
**

(2.27)
*

－18.511

－19.546

－20.905

－18.133

－20.150**

(－2.20)

(－2.27)

(－2.25)

(－1.91)

(－2.13)

26.888

29.219

27.263

22.366

21.690

(0.90)

(0.96)

(0.83)

(0.67)

(0.65)

－79.448

－84.569

－68.919

－48.455

－60.506

(－1.49)

(－1.55)

(－1.17)

(－0.8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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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중소기업여부와 할증률의 관계 (계속)
(1)

(2)

(3)

(4)

(5)

PRM1

PRM2

PRM3

PRM4

PRM5

5.614

6.264

3.644

5.677

6.578

(0.84)

(0.92)

(0.50)

(0.75)

(0.88)

－23.348

－24.621

－27.027

－20.998

－24.832

(－0.70)

(－0.73)

(－0.74)

(－0.56)

(－0.67)

－7.763

－7.333

－11.411

－15.826

－14.935

(－0.56)

(－0.52)

(－0.75)

(－1.02)

(－0.97)

－20.374

－20.125

－23.972

－15.237

－18.664

(－1.30)

(－1.26)

(－1.39)

(－0.87)

(－1.06)

－0.831

－0.948

－0.871

0.074

－0.145

(－0.98)

(－1.10)

(－0.94)

(0.08)

(－0.15)

－0.412

－0.367

－0.299

－0.123

－0.135

(－0.89)

(－0.78)

(－0.59)

(－0.24)

(－0.26)

－3.731

－0.930

－4.208

－9.339

－9.900

(－0.25)

(－0.06)

(－0.26)

(－0.55)

(－0.59)

YEAR

YES

YES

YES

YES

YES

IND

YES

YES

YES

YES

Variables

GRW

LEV

BIG

FOR

LARGE

BETA

MKT

YES
*

*

**

1.551

1.501**

F Value

1.430

1.433

1.348

Adj. R2

0.059

0.060

0.048

0.075

0.068

N

206

206

206

206

206

주1) 변수 정의는 <표 3>의 하단에 보고된 내용과 같음.
주2) 괄호( )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 값임.
주3) ***, **, *의 경우는 1%, 5%, 10%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Ⅵ. 결 론
경영권은 지분율, 주주구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권한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전되며,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다(김태완 2019). 기업인수시장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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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반영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
권 프리미엄은 거래되는 주식의 수나 협상조건, 소유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특
징이 있는데, 상증법상 할증평가는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안경봉과 홍순기 2013), 획일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상함으로
써 조세형평성,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었다(안경봉과 홍순
기 2013；김태완 2019).
본 연구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이 수반된 주식 거래의 거래 가격을 분석하여 시장가
격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현행 상증법상 주식평
가에 적용되는 할증률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대량보유상
황보고서”상의 자료를 토대로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보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28%～40%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했을때는 공시일 당일 종가를 기준으
로 평균 77.955%, 중앙값 43.854% 수준이었으며, 상증법상 기준주가 즉, 기준 시장가격을 2개
월 전․후 평균가를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균 84.072%, 중앙값 50.502%로 나타났는데,
중앙값의 수준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김석봉 2015；임자영 2018；이창민과 최한수

2019).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인수 지분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으로는 인
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
자영(2018), 김석봉(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건이라 하더라도 즉,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으며(김태완 2019), 주식거래 할증률이 줄어든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익유무별 경영권프리미엄 지급현황을 보면 상장기업 표본의 이익법인과 결손법인의
주식할증률을 비교한 결과 결손법인의 주식할증률이 이익법인보다 평균 및 중앙값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비중소기업에 비해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
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수 지분율, 손실기업여부, 중소기업여부와 경영권프리미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수 지분율(RATIO)과 프리미엄(PRM)은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더 높은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다는 국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김석봉 2015；임자영 2018). 또한 손실기업의 경우 프리미엄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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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손실기업에서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현행 손실기업 제외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여부는 프리미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창민과 최한수(2019)의 연구결과와 일관되게 중소기업 할
증 폐지 개정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 거래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고 상장기업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합병, 제3자배정, 복합금융상품의 옵션행사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최대
주주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거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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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a, b) and Desai et al. (2007) propose that corporate
governance plays a cruc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D&D theory). This theory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tax accounting
literature, but evidence remains mixed. We extend the D&D theory to an international setting and
argue that country－level characteristic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Using a sample of firms from 45 countries, we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when transparency or financial development is high but
negative when investor protection is strong. Our findings suggest that a key determinant of the
positive effe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is a transparent and developed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Under low transparency, shareholder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regard tax avoidance as a negative signal of managerial diversion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ax avoidance. Our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ebate on the link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according to the D&D theory by providing additional insights on the mediating roles
of country characteristics.
<Key1)words> Tax avoidance, Firm value, Managerial diversion, Transparency, Financial development,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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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ax avoidance has the potential to have opposing effects on firm value. On the one hand, tax
avoidance is perceived by investors as a high－profit investment that minimizes the present tax
burden and thus positively impacts firm value. On the other hand, since tax avoidance is
conducted through complex transactions with various trading partners and requires expert
knowledge of tax laws, tax avoidance can be used by managers as a tool to conceal managerial
diversion, which negatively affects firm value. 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a, b) and Desai
et al. (2007) illustrate these opposing views by focusing on the monitoring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ax avoidance (the D&D theory). The D&D theory, which is based on evidence
from Russian firms, suggests that shareholders catch and stop managerial diversion more
efficiently when corporate governance is strong, leading to decreased tax avoidance. However,
the large body of tax accounting literature examining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has an
impact on tax avoidance provides conflicting results (Cloyd et al. 2003；Bankman 2004；Hanlon
and Slemrod 2009；Robinson et al. 2012；Khurana and Moser 2013；Armstrong et al. 2015；
Christensen et al. 2015；Seidman and Stomberg 2016). In an attempt to shed additional light on
these mixed findings, Blaylock (2016) attempts to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a US setting but finds no evidence supporting the D&D theory. He attributes his
insignificant findings to differences in the extent of investor protection between Russia and the
US.
There is evidence that variance in corporate governance can be largely explained by country
characteristics, suggesting that the country characteristic approach is a suitable method to fully
comprehend corporate governance (Laporta et al. 1998, 1999；Doidge et al. 2007). Why are
country characteristics important determinant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mechanism of
corporate governance provides an answer to this question. First, firms have an incentiv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raise external funds at low cost. Good governance
decreases the cost of monitoring and makes it easier for shareholders to efficiently detect
managerial diversion, thus reducing the risk premium demanded by shareholders (Klapper and
Love 2004；Durnev and Kim 2005；Francis et al. 2005). Second, country characteristics
influence firms’ incentives for better governance. Doidge et al. (2007) suggest that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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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good governance when the benefits of doing so outweigh the costs. Specifically, they
document that the costs and benefits of implementing a good governance mechanism depend on
the country’s financial and legal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mechanism, the determining
fac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country characteristics and not,
as emphasized by the D&D theory, corporate governance.
In an international setting, Atwood and Lewellen (2019) fin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diversion in firms in countries with weak investor
protection. However, they measure firm value indirectly by assessing the results of managerial
diversion, such as dividend payout, performance, and overinvestment, and they do not consider
other country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managerial
diversion. Our research is motivated by calls for studies of country characteristics as a key
underlying assumption of the D&D theory. Following Atwood and Lewellen (2019), we exp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o an international setting, but we
compensate the abovementioned limitations by directly measuring firm value as aggregate stock
returns. Furthermore, we investigate the country characteristics that mediat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efficiently monitoring managerial diversion.
A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creases managerial diversion,
we first focus on the role of transparency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Prior studies
measuring transparency at the firm level have yielded inconsistent evidence on the effect of a
transparent environment on tax avoidance (Wang 2010；Balakrishnan et al. 2019；Chen et al.
2018). Related research argues that country characteristics such as laws, the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impact the level of corporate transparency (Stulz and Williamson 2003；Bushman et al.
2004；Doidge et al. 2007). Kerr (2019b) provides evidence from an international setting that
greater transparency is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tax avoidance and that the impact of
country－level transparency on tax avoidance is greater than that of firm－level transparency.
Therefore, we propose Hypothesis 1：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transparency.
Our second focus is financial development. A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 increases firm
value, as such an environment enhances the ability of external stakeholders to actively identify
firms engaging in tax avoidance by conveying corporate information in a fast and efficient way
(Demirgüç－Kunt and Maksimovic 1998；Shleifer and Wolfenzon 2002；Huyghebaert and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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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Wang 2018). Studies in tax accounting find that a firm’s stock price reflects the impact
of tax planning, implying that external stakeholders can discern corporate tax activities through
disclosed financial information (Blaylock et al. 2012). Extending this examination to an
international setting, Kerr (2019a) finds that tax surprise is incrementally and positively related to
firm value；moreover, this effect is more pronounced in countries with greater tax enforcement.1)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financial development in monitoring tax avoidance, few
studies have examined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 market is financially developed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us, we develop Hypothesis 2：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financial development.
Our third focus is investor protection. A number of works provide evidence that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improves corporate governance, thereby curbing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Laporta et al. 1998；Allen and Gale 2001；Laporta et al. 2002；Hung 2000；Leuz et al. 2003
；Chen et al. 2016；Lewellen 2017). Atwood and Lewellen (2019) also emphasize that investor

protection is a prerequisite for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diversion and
tax avoidance suggested by the D&D theory. Therefore, we set forth Hypothesis 3：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To test our hypotheses, we use data drawn from Thomson Reuters’ Eikon Database for a
sample of 95,088 firm－years from 2014 to 2018 and a total of 45 countries. We find support for
Hypotheses 1 and 2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transparency or financial development, respectively. However,
contrary to Hypothesis 3, we provide evidence that increased tax avoid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Thus, we additionally
explore whether the effect of strong investor prot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varies with the level of transparency. We find evidence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bo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and high transparency. This result suggests that shareholder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drive tax avoidance to increase their wealth rather than manager wealth only when

1) Tax surprise is the year－to－year change in total tax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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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ve easy access to corporate information under high transparency. In summary, our results
imply that a transparent information environment that alleviates information asymmetry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the effect of investor protection differs from those of transparency and
financial development,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o check for measurement errors of country characteristic variables, we reconstruct country
characteristic variables using factor analysis and find that the new components of the
reconstructed variables do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ose of our original measurements. We
further test whether our results are sensitive to measurement errors of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and to sample selection bias and find that our main results are consistently robust.
Our research makes several contributions to the related literature. First, we contribute to the
generalizability of the D&D theory. Prior investigations have provided mixed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e presence of
strong corporate governance. Controlling the effects of country characteristics provides a solution
for these conflicting results and promotes generalizability. Therefore, we expand the D&D theory
to an international setting and propose a new insight：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depends on country characteristics rather than corporate governance.
Second, Atwood and Lewellen (2019) find that investor prote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Expanding on their findings, we suggest
that transparency and financial development mediat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hile investor protection mediates a negative relationship. In short, our
paper contributes to the related literature by indirectly showing that the direction of the effects
of transparency and financial develop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investor protection.
Lastly, Blaylock (2016) and Atwood and Lewellen (2019) verify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indirectly measuring firm value as the ex post results of managerial
diversion. However, this proxy for firm value is an incomplete measure by itself, as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proxy is correlated with firm value. These concerns may lead to biased
coefficient estimates. We supplement this line of research by directly measuring firm value using
monthly stock price data.
The remainder of this study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Ⅱ provides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develops the hypotheses. Section Ⅲ explains the research mod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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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nd describes the sample. Section Ⅳ reports and discusses the results of testing the
hypotheses as well as the supplementary tests. Section Ⅴ summarizes the results and presen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Ⅱ. Prior research and hypothesis development
2.1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Tax avoidance can increase firm value by maximizing after－tax cash flow but can also be a
risky investment, as it imposes significant costs on managers, such as tax audits and loss of
reputation (Rego and Wilson 2012). Shareholders who have diversified portfolios are risk－neutral
regarding unsystematic risk, and therefore they prefer tax avoidance, which increases after－tax
cash flow. However, as managers are risk－aver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managers choose
may be less than what shareholders would prefer (‘managerial underinvestment’ incentive for tax
avoidance). From this point of view, tax avoid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Conversely, an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 suggests that managers exploit complex tax
avoidance that requires specialized tax－related knowledge and involves complex transactions as
a means of concealing managerial diversion. Under such a situation, managers choose a level of
tax avoidance that exceeds the level shareholders would prefer (‘managerial overinvestment’
incentive for tax avoidance). According to this approach, tax avoidance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To integrate these conflicting views on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Desai and
Dharmapala (2006, 2009a, b), and Desai et al. (2007) set forth a theory of corporate tax
avoidance within an agency framework. Desai and Dharmapala (2006) fi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is positive only in firms with good
governance. Desai et al. (2007) provide a real－world case in which Russian firms’ aggressive
incentives to shelter income were constrained when tax enforcement was enhanced following
Putin’s election in 2000. In addition, stock prices reacted positively to this enforcement action.
With respect to the example of Desai et al. (2007), Desai and Dharmapala (2009a, b)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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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trong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curbs managerial diversion through tax avoidance,
leading to greater firm value. Moreover, they illu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rom an agency perspective. Managers have an incentive to extract corporate rent
when the expected benefits of diversion are higher than the expected costs, including the
potential penalty the managers would bear if the diversion is caught (Jensen and Meckling 1976).
In other words, the net expected benefits of diversion will be reduced when the likelihood of
detection and monitoring is high. In this regard, Desai and Dharmapala (2009a, b) note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detecting and monitoring managerial
diversion. Specifically, they find that tax avoidance positively affects firm value when corporate
governance is strong enough to enable shareholders to monitor managerial diversion, implying
that corporate governanc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whether tax avoidance has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firm value (the D&D theory).
A series of archival studies in tax accounting have investigated the D&D theory, but empirical
results remain divided. Some research finds evidence that firms with weak corporate governance
use tax avoidance as a means of managerial diversion and that tax avoidance therefore negatively
affects firm value, supporting the D&D theory. Desai and Dharmapala (2006) argue that
managers in firms with weak governance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f they
receive higher equity compensation since they value the equity incentive more than the benefits
from rent extraction.2) Desai et al. (2007) document that an increase in the tax rate leads to an
unusual reduction of tax revenue in a Russian setting. Desai and Dharmapala (2009a) also find
n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firms with weak governance.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financial expertise and board member independence are
important factors in constraining tax avoidance (Robinson et al. 2012；Khurana and Moser
2013). Tax avoidance leads to reputation costs and CEO turnover, implying that firm value is
negatively affected when managers aggressively avoid taxes (Cloyd et al. 2003；Bankman 2004
；Christensen et al. 2015；Hanlon and Slemrod 2009).

In opposition to the D&D theory, other research provides evidence that corporate governance
can lead to manager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Seidman and Stomberg (2017) suggest that a
more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quity
2) It is possible to align the levels of tax avoidance managers and shareholders prefer by adjusting
managers’ compensation (Phillips 2003；Armstrong et al. 2012；Rego and Wil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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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documented by Desai and Dharmapala (2006) is tax exhaustion from the tax
benefits of equity compensation. Using quantile regression, Armstrong et al. (2015) examine
whether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ax avoidance differs across the distribution of tax
avoidance. They find that a strong governance mechanism has a positive (negative) relationship
in the lower (upper) tail of the tax avoidance distribution, but this relationship disappears at
average levels of tax avoidance. In addition, Balakrishnan et al. (2019) suggest that tax－
aggressive firms augment various tax－related disclosures in order to mitigate shareholders’ doubt
about corporate transparency problems.
Blaylock (2016) explores the D&D theory by indirectly measuring firm value as the ex post
results of managerial diversion, such as overinvestment and future performance variables, in a US
setting. He expects that if tax avoidance facilitates managerial diversion, tax avoidance will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overinvestment or will worsen future performance；in addition, if the
D&D theory holds true, Blaylock expects that this relationship will vary via a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However, he find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even in well－governed US firms. He attributes the discrepancy between his results
and the D&D theory to differenc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s of Russia and the
US. Thus, his results cast doubt on the applicability of the D&D theory to countries other than
Russia.

2.2 The effects of country－level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Corporate governance is one of the key mechanisms by which shareholders can observe a
manager’s business activities, and thus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extent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been widely investigated. The early literature focuses on how observable firm
characteristics such as asset size and growth opportunitie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Klapper and Love 2004；Durnev and Kim 2005；Francis et al. 2005). Som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corporate governance differs across countries, opening up research on the
impact of country characteristics on governance (Laporta et al. 1998, 1999；Doidge et al. 2017).
Laporta et al. (1998) suggest that the quality of governance varies with the origin of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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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quality, and laws. The political environment, cultural heritage and religion, investor
protection, and diffusion of the press are suggested as country characteristics affecting corporate
governance (Hope 2003；Stulz and Williamson 2003；Bushman et al. 2004；Dyck and Zingales
2004；Laporta et al. 1998).
Why do country characteristics greatly impact the level of governance? A good governance
mechanism lays the groundwork for answering this question. Firms have an incentiv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o access capital markets on better cost terms. Investors can detect
managerial diversion more easily under a good governance mechanism, which in turn reduces the
risk premium demanded by investors and the cost of capital (Klapper and Love 2004；Durnev
and Kim 2005；Francis et al. 2005；Hail and Leuz 2006；Djankov et al. 2008). Firms may not
adopt a good governance mechanism when the costs of implementing governance are greater than
the benefits. Given this, Doidge et al. (2007) develop a model of the country characteristics that
affect both the costs and benefits of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They find that investor
protection and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 are crucial determinants of this mechanism.
The arguments above call into question whether firm－level governance is a major premise of
the D&D theory. Even the D&D theory defines corporate governance as “the protections afforded
to outside investors and the laws regulating self－dealing” (Desai and Dharmapala 2009b, 176).
Overall, we assume that country characteristics are a more plausible determinant in the D&D
theory than firm－level governance. Specifically, we explore whether transparency, financial
develop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2.3 Hypothesis development
2.3.1 Transparency
Managers who make important management decisions have easy access to private corporate
information and can take advantage of their status to divert corporate resources. If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and transparently provided to investors at low cost, the ability of
managers to extract rent is impaired (Jensen and Meckling 1976). As the managerial
overinvestment incentive for tax avoidan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the exte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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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ransparency mitigate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affects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is regard, prior studies have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level transparency and
tax avoidance but with mixed results. Balakrishnan et al. (2019) provide evidence that analysts’
forecast errors and dispersion are higher and earnings quality is lower for more tax－aggressive
firms. They additionally demonstrate that tax－aggressive managers provide external stakeholders
with various financial disclosures to mitigate transparency problems. Moreover, Chen et al.
(2018) find that firms that lose analysts who forecast tax expenses increase their use of
aggressive tax strategies. Overall, previous work suggests that firm－level transparency is
negatively related to tax avoidance but does not directly explore the role of transpar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o fill this void, Wang (2010) directly
verifies how corporate transparency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using a self－constructed opacity index. Firms with high transparenc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nd receive a value premium on their tax activities from investo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high corporate transparency contributes to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moderating investors’ concerns about hidden managerial diversion
through tax avoidance.
Kerr (2019b) notes that studies on this topic examine their arguments only via tests of
association and neglect testing of endogeneity concerns, leading to inconsistent results. He
verifies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tax avoidance by comparing firm－level to country－level
transparency using a cross－country sample. He finds that both countries and firms with high
transparency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but the effect of country－level
transparency i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firm－level transparency.
Taken together, we expect that a transparent information environment can serve as a monitor
of managerial diversion, consistent with Wang (2010). I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s more
transparent, tax avoidance can be used to enhance the wealth of shareholders rather than that of
managers, thereby increasing firm value. Moreover, following Kerr (2019b), we emphasize the
effect of country－level transparency. We propose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of tax avoidance
with firm valu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 country－level transparency. This leads to our first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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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1：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nega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low) transparency

2.3.2 Financial development
A larger and more liquid financial market conveys firm information, such as business
operation and growth prospects, to external stakeholders in a faster, more cost－effective manner
(Demirgüç－Kunt and Maksimovic 1998). Huyghebaert and Wang (2012) support this argument
by providing evidence that the extent to which financial development improves financial and
legal services plays a crucial role in monitoring managerial diversion. Shleifer and Wolfenzon
(2002) also suggest that disciplinary forces make expropriation by managers more difficult.
Moreover, Doidge et al. (2007) suggest that good financial development reduces the risk
premium demanded by shareholders, thereby motivating firms to invest more in improving
governance. In sum, these findings imply that a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 that creates an
environment for providing improved information can serve as a bridge to alleviat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managers and external stakeholders. Thus, as both information provider and
management monitor, a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 contributes to greater firm value by
mitigating the expropriation risk for external stakeholders (Shleifer and Wolfenzon 2002；
Huyghebaert and Wang 2012；Wang 2018).
The role of a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 can also affect managers’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Blaylock et al. (2012) provide evidence that stock prices react to corporate tax
planning, suggesting that external stakeholders fully understand book－tax differences. Kerr
(2019a) finds that tax surprise is positively related to firm value in an international setting and
that this positive relationship is mostly the result of greater tax enforcement.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country’s tax enforcement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incremental value relevance
of tax surprise；however, Kerr’s (2019a) study does not focus on the effect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Here, we address this shortcoming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We expect that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financial development design their tax strategies to maximize the wealth of
shareholders rather than corporate insiders such as managers, since a well－functioning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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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allows shareholders to thoroughly monitor managerial diversion by giving them access to
corporate information. Accordingly, we put forth the second hypothesis：
Hypothesis 2：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nega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low) financial development.

2.3.3 Investor protection
The rights and powers of investors are generally protected through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and laws (Laporta et al. 2002). In addition, the strength of a country’s investor
protection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a firm’s governance mechanism (Laporta et al. 1998；
Allen and Gale 2000；Laporta et al. 2002). Related studies argue that managers in countries with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are less likely to exhibit a propensity towards opportunistic behavior
with regard to financial reporting (Hung 2000；Ball 2003；Leuz et al. 2003；Hail and Leuz
2006；Djankov et al. 2008). Supporting this argument, Chen et al. (2016) suggest that
shareholders in China are less likely to have legal protection than those in the US, and therefore
managers of firms in China may extract corporate resources due to a lack of monitoring by
shareholders. Consistent with Chen et al. (2016), Lewellen (2017) document that the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of tax haven firms is likely to be lower (higher) in countries with weaker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In sum, strong investor protection impairs the ability of managers
to obfuscate their rent extraction.
The tax accounting literature has explored the role of investor protection in tax avoidance. As
discussed earlier, Blaylock (2016) suggests the importance of a country’s investor protection in
the D&D theory. Furthermore, in a reinvestigation of the D&D theory using a large international
sample, Atwood and Lewellen (2019) argue that managerial diversion and tax avoidance are
complementary when investor protection, not corporate governance, is strong. They find that
firms based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mplying that under strong investor protection, tax avoidance leads to increased
shareholder wealth (i.e., improved firm value).
Following Atwood and Lewellen (2019), we expect that shareholders of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monitor managerial diversion using tax avoidance at low cost；
consequently, such firms plan tax strategies to increase shareholders’ wealth rather than manag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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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on. Therefore, we propose the third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 3：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positive (negativ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weak) investor protection

Ⅲ. Research method and sample selection
3.1 Research model
We examine our hypotheses with the follow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
where each variable is defined in the next section and i, j, and t represent firm, country, and
year, respectively:
RETi,j,t＝β0＋β1△TAXi,j,t＋β2HighINDEXj,t＋β3△TAXi,j,t×HighINDEXj,t＋β4SIZEi,j,t
＋β5BTMi,j,t＋β6LEVi,j,t＋β7SALESGRi,j,t＋β8△ROAi,j,t＋β9DIVIDENDi,j,t
＋CountryF. E.＋IndustryF. E.＋YearF. E.＋εi,j,t

Eq (1)

In this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s RET, a proxy for firm value, and the variable of interest
is the interaction term △TAX×HighINDEX, where HighINDEX comprises HighTRP, HighMC and
HighSHR to simultaneously test Hypotheses 1, 2 and 3, respectively. If the coefficient on the
interaction term (∆TAX×HighINDEX) is significantly positive, all our hypotheses are supported.
To alleviate the time－series dependency problem, standard errors are clustered at the firm level
as suggested by Petersen (2009) (Atwood et al. 2012；Atwood and Lewellen 2019).3) We winsorize
all continuous variables at the 1st and 99th percentiles for each year to mitigate the effects of outliers.

3.2 Firm value (RET)
We measure firm value as aggregate stock returns over the 6－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3) In our research model, the average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is 5 to 7, and therefore multicollinearity
is not considered 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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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fiscal year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related studies
use either stock price or stock return as a proxy for firm value (Biddle et al. 1995). While stock
price is economically more intuitive, stock return has less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econometrics (Kothari and Zimmerman 1995). In addition, when prior studies measure firm value
using the stock return, buy－and－hold return data are used (Kerr 2019a). Due to the difficulty of
obtaining data for the buy－and－hold return of each country, we use a firm’s monthly stock data
to measure firm value.
Second, we examine whether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varies across country
－level characteristics related to external stakeholders. Unlike corporate insiders, external

stakeholders may be interested in short－term rather than long－term firm value because they
prefer to realize short－term capital gains when investing in corporate stocks. Therefore, we adopt
short－term firm value as our dependent variable. Specifically, to reduce the likelihood of
reflecting long－term firm value we calculate firm value as the sum of the monthly stock returns
of the firm over the 6 months starting from the fourth month of the fiscal year (RET) rather than
using a 12－month period.

3.3 Incremental tax avoidance (△TAX )
We use the effective tax rate (ETR) as a broad measure of a firm’s tax avoidance. ETR
represents the average percentage of tax per unit of income and consists of the GAAP effective
tax rate (GETR) and cash effective tax rate (CETR). As the numerators of GETR and CETR are
the total tax expense and cash taxes paid, respectively, GETR and CETR reflect different tax
strategies (Hanlon and Heitzman 2010). Previous studies argue that CEOs value GETR in
implementing a tax strategy in order to report higher financial accounting earnings (Graham et al.
2011；Graham et al. 2014). Compared with GETR, which only reflects tax strategies that result
in permanent book－tax differences, CETR has the benefit of indicating tax－deferral strategies
and is less sensitive to country－specific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Kerr 2019b).
To measure ETR, we exclude firms with negative or zero pre－tax income and adjust ETR to
range from zero to one (Gupta and Newberry 1997；Robinson et al. 2010). We use cash taxes
paid data from Thomson Reuters’ Eikon Database to calculate CETR (Shevlin et al. 2019). In
addition, when measuring tax avoidance using ETR in an international setting, it is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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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enacted corporate statutory tax rate (CTR) because ETR varies with CTR. We use
ETR adjusted by CTR (AdjETR), which is ETR minus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Atwood et
al. 2012；Atwood and Lawellen, 2019；Kerr, 2019b). Finally, incremental tax avoidance (△TAX),
our dependent variable,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hange in AdjETR for the period from
year t to t－1 by negative one (Dyreng et al. 2008；Mcguire et al. 2014).4)

3.4 Country－level characteristics (INDEX)
3.4.1 Transparency index
We measure the degree of transparency of a country using two indices from the World Bank.
The first index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a firm’s board members identify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advance (extent of disclosure index, TRPboard). The second index indicates the
extent to which a firm’s related－party transactions are publicly disclosed (extent of corporate
transparency index, TRPpublic). The value of each index ranges from zero to ten. We use the
sum of TRPboard and TRPpublic to construct a country－level transparency variable (TRP)
ranging from zero to twent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of Hypothesis 1 (HighTRP)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RP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5)

3.4.2 Financial development index
We use yearly data for the ratio of market capitalization (MC), which i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share price multiplied by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to GDP, from the CEIC

4) Kerr (2019a) verifies the impact of unexplained tax expense surprise on firm value. The unexplained
portion of tax surprise is measured as the error term from a regression of tax surprise on earnings
surprise. However, we do not use the unexplained portion of tax surprise because the use of the error
term as the measure risks including the influence of other factors, leading to measurement errors.
5) Kerr (2019b) uses four indices of corporat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governance disclosure, financial disclosure requirement, media penetration, and adoption of IFRS) to
measure country－level transparency. We do not use these indices because they were measured before
our research period, they do not include annual data, and most countries of the OECD, except the US,
have currently adopted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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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Alkees et al. 2019). The independent variable of Hypothesis 2 is an indicator variable
(HighMC) equal to one if MC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6)

3.4.3 Investor protection index
Following Atwood and Lewellen (2019), we use four indices from the World Bank for the
period of our research in order to measure the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7) The first
measure, the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DIRECTOR), indicates the “ability of minority
shareholders to sue directors of interest responsible for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available
legal remedies, such as damages and fines.” The second measure, the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SUIT), represents the “ability of minority shareholders to access corporate internal
documents, evidence obtainable during trial, and legal expense allocation.” The first and second
indices range from zero to ten.8) The third measure, the rule of law index (RuleLaw), reflects
“how much agents have confidence in and abide by the rules of society, and the quality of
contract enforcement, property rights, the police, and the courts, as well as the probability of
crime and violence” (LLSV 1998, p.1124). A high RuleLaw score indicates that the country
strongly governs its society through law and order. The fourth measure, the control of corruption
index (CC), represents “how strongly public power is exercised for private gain, including both
petty and grand scale corruption as well as how firmly a country is captured by elites and
private interests.” (Shevlin et al. 2019). A higher CC score indicates greater ability of the
country to curb corruption. The third and fourth indices range from zero to 100.
To measure the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SHR), we first adjust the scale of each index

6) The financial development index provided by the World Bank is not used in our research because this
index has many missing values in some countries (e.g., UK) or by year. However, we obtain a sample
of Denmark, Finland, Italy, Sweden, and the UK by collecting data from the CEIC database website at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market-capitalization-nominal-gdp.
7) Previous studies mainly use the investor protection index developed by Laporta et al. (1998). However,
since the index was measured in the 1990s, it may not be able to reflect changes in the economy or
laws of a country.
8) Director, SUIT, RuleLaw, and CC indices are retrieved from the World Bank website at
https://www.doingbusiness.org/en/methodology/protecting-minority-investors or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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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ange from zero to ten by dividing the RuleLaw and CC scores by ten and then sum these
four indices (Atwood and Lewellen 2019). The independent variable of Hypothesis 3 is an
indicator variable (HighSHR) equal to one if SHR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3.5 Control variables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firm value and tax avoidance
according to related research, we include traditional risk factors such as firm size (SIZE), book－
to－market value ratio (BTM), debt ratio (LEV), sales growth ratio (SALESGR), dividends payout
ratio (DIV), and earnings volatility (ΔROA) as control variables (Fama and French 1992, 1993；
Ross 1977；Francis et al. 2004；Maitland et al. 2005；Kerr 2019a). We also include fixed
effects for the industry, country, and year to control for unobserved time－invariant factors that
could potentially confound the regression results (Kerr 2019a；Kerr 2019b).

3.6 Sample selection
We select listed non－financial firms in 45 countries including OECD member countries, major
developing countries, and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We obtain financial data from Thomson
Reuters’ Eikon Database for the period from 2014 to 2018 in order to reflect recent economic
conditions. Stock price data are collected up to October 2019 to calculate the firm’s monthly
stock returns for the 2018 fiscal year.
Panel A of Table 1 shows the sample－selection procedure. We first select firm－year
observations without missing regression variables or missing data needed to calculate the various
measures of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n, we exclude firm－year observations with
negative or zero pre－tax income because pre－tax income should be greater than zero to
calculate ETR. The sample selection procedure yields a final sample of 95,088 (66,230) firm－
years in 45 countries when △TAX is measured as △TAXG (△TAXC) for the research period.9)
Panels B, C, and D of Table 1 present the sample distributions by year, industry, and country,
9) We describe a final sample of 95,088 firm－years when △TAX is measured as △TAXG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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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10) In Panel B, the proportion of the sample by year is slightly greater after 2016.
Panel C reports that the industrial sector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23.2%. As shown in
Panel D, Japan has the largest number of observations, followed by China and the US.
<Table 1> Sample selection and distribution

△TAXG

△TAXC

Non－financial listed firm－years from Eikon from 2014 to 2018

136,510

84,108

Less：Firm－years with pre－tax income≤0

(41,422)

(17,878)

Total firm－years used in the estimation

95,088

66,230

Panel A：Sample selection

Panel B：Sample distribution by year
Year

N

Ratio

2014

17,685

0.186

2015

18,033

0.190

2016

18,912

0.199

2017

20,192

0.212

2018

20,266

0.213

Total

95,088

1.000

N

Ratio

Communication Services

4,396

0.046

Consumer Discretionary

16,708

0.176

Consumer Staples

7,293

0.077

Energy

2,658

0.028

Health Care

6,236

0.066

Industrials

22,084

0.232

Information Technology

14,718

0.155

Materials

11,737

0.123

Real Estate

6,769

0.071

Utilities

2,489

0.026

95,088

1.000

Panel C：Sample distribution by industry
GICS Sector

Total

10) We classify industry using two－digit GICS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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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selection and distribution (Continued)
Panel D：Sample distribution by country
No.

Country

N

Ratio

No.

Country

N

Ratio

1

Australia

2,120

0.022

23

Korea

6,066

0.064

2

Austria

196

0.002

24

Latvia

58

0.001

3

Belgium

394

0.004

25

Lithuania

88

0.001

4

Brazil

750

0.008

26

Luxembourg

38

0.000

5

Canada

2,061

0.022

27

Malaysia

2,992

0.031

6

Chile

544

0.006

28

Mexico

388

0.004

7

China

13,101

0.138

29

Netherlands

315

0.003

8

Czech Republic

37

0.000

30

New Zealand

369

0.004

9

Denmark

386

0.004

31

Norway

419

0.004

10

Estonia

52

0.001

32

Poland

1,541

0.016

11

Finland

448

0.005

33

Portugal

158

0.002

12

France

1,934

0.020

34

Singapore

1,967

0.021

13

Germany

1,865

0.020

35

Slovak Republic

24

0.000

14

Greece

390

0.004

36

Slovenia

61

0.001

15

Hong Kong

5,368

0.056

37

South Africa

859

0.009

16

Hungary

91

0.001

38

Spain

447

0.005

17

Iceland

65

0.001

39

Sweden

1,392

0.015

18

India

8,321

0.088

40

Switzerland

643

0.007

19

Ireland

86

0.001

41

Taiwan

6,621

0.070

20

Israel

1,025

0.011

42

Thailand

2,116

0.022

21

Italy

750

0.008

43

Turkey

1,018

0.011

22

Japan

15,133

0.159

44

UK

3,198

0.034

45

US

9,193

0.097

95,088

1.000

Total

Notes：Panel A summarizes the sample－selection procedure. Panels B, C, and D present the sample
distributions by year, industry, and country, respectively.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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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4.1 Descriptive statistics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firm－ and country－level variables are presented in Panels A
and B of Table 2, respectively. Panel A shows that the GETR (CETR) of the sample firms
increases by 2% (3.4%) on average compared with the prior fiscal year (i.e., the level of tax
avoidance decreases), which is likely related to strong international tax enforcement in our
sample period (e.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11) In Panel B, the mean value
of RET is highest for Latvia, followed by India, Slovenia. Sample firms in Ireland, Slovak
Republic, and Czech Republic (Iceland, Czech Republic, New Zealand) have the highest mean
value of △TAXG(△TAXC), indicating that the increase in tax avoidance by firms is greatest in
these countries. In terms of country characteristics, transparency is highest in Taiwan, China, the
UK, and Singapore. The most financially well－developed capital market is Austria, followed by
Hong Kong, South Africa, Singapore, and Switzerland. In addition, New Zealand, Singapore,
Canada, Hong Kong, and the US have the strongest investor protection, and Turkey, Brazil,
Greece, Mexico, and China have the weakest, consistent with Blaylock’s (2016) argument that
differences in investor protection among countries underlie the inconsistent results for the D&D
theory.

11) When △TAX is recalculated as the percentile rank by country, industry, and year, our main results
remain unchanged (see Appendi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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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Panel A：Summary statistics for the main variables
Variable

N

RET

95,088

△TAXG

Mean

P50

SD

Min

Max

0.046

0.018

0.268

－0.583

0.867

95,088

－0.019

0.000

0.227

－0.928

0.930

△TAXC

66,230

－0.034

－0.013

0.261

－0.915

0.962

HighTRP

225

0.59

1.00

0.49

0.00

1.00

TRP

225

14.52

15.00

2.98

4.00

19.00

TRPboard

225

7.00

7.00

2.28

0.00

10.00

TRPpublic

225

7.52

8.00

1.59

2.00

10.00

HighMC

225

0.50

1.00

0.50

0.00

1.00

MC

225

146.12

82.39

473.94

2.50

5,418.32

HighSHR

225

0.51

1.00

0.50

0.00

1.00

SHR

225

28.54

28.89

5.37

13.46

38.86

DIRECTOR

225

5.58

5.00

2.09

1.00

9.00

SUIT

225

7.07

7.00

1.58

3.00

10.00

RuleLaw

225

8.10

8.61

1.73

2.74

10.00

CC

225

7.79

8.46

1.97

1.63

10.00

SIZE

95,088

19.599

19.529

2.012

10.527

24.468

BTM

95,088

0.549

0.480

0.361

0.000

2.209

LEV

95,088

0.207

0.138

0.232

0.000

2.355

SALESGR

95,088

0.140

0.046

0.644

－0.981

8.456

△ROA

95,088

0.018

0.002

0.180

－0.582

5.843

DIVIDEND

95,088

0.437

0.235

0.689

0.000

4.301

SHR
DIRECTOR SUIT
28.60
2.00
7.80
30.54
5.00
6.80
30.97
6.00
7.00
20.86
8.00
3.80
37.08
9.00
9.00
29.81
6.00
6.80
13.96
1.00
4.00
29.98
6.00
8.80
32.49
5.00
7.80
26.49
3.00
6.00
31.71
4.00
7.80
26.56
3.00
5.80
28.65
5.00
5.00
20.53
4.00
5.00
35.86
8.00
9.20
23.16
4.00
6.20
31.36
5.00
7.80
23.09
5.80
7.20
34.86
7.60
9.00
34.13
9.00
8.80
22.31
4.00
6.00
32.07
6.00
8.00
29.06
6.00
7.80
27.63
4.00
9.00
25.96
4.00
6.80
26.66
4.20
3.20
30.26
9.00
8.00
15.34
5.00
4.80
29.22
4.00
6.00
38.02
9.00
9.20
32.61
5.00
7.80
25.72
2.00
9.00
28.44
5.00
7.00
37.28
9.00
9.00
24.42
4.00
7.00
32.98
9.00
8.00
27.47
8.00
8.00
26.86
6.00
5.80
30.69
4.00
7.00
29.31
5.00
4.80
28.20
5.00
6.80
23.31
7.00
7.00
20.89
5.00
6.00
33.50
7.00
7.80
35.51
8.60
8.92
28.54
5.58
7.07
presented in Appendix A.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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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Mean values of the main variables by country
Country
HighTRP
TRP
TRPboard TRPpublic HighMC
MC
HighSHR
Australia
1.00
17.00
8.00
9.00
1.00
100.23
0.20
Austria
0.00
13.00
5.00
8.00
0.40
1935.02
1.00
Belgium
1.00
15.00
8.00
7.00
0.40
80.10
1.00
Brazil
0.00
14.00
5.00
9.00
0.00
40.98
0.00
Canada
1.00
16.00
8.00
8.00
1.00
121.28
1.00
Chile
0.00
10.00
8.00
2.00
1.00
96.20
1.00
China
1.00
19.00
10.00
9.00
0.00
63.16
0.00
Czech Republic
0.00
7.00
2.00
5.00
0.20
98.76
1.00
Denmark
1.00
16.00
7.00
9.00
1.00
112.38
1.00
Estonia
0.00
14.00
8.00
6.00
0.00
9.71
0.00
Finland
1.00
15.00
6.00
9.00
1.00
93.02
1.00
France
1.00
17.20
8.00
9.20
1.00
89.34
0.00
Germany
0.00
12.00
5.00
7.00
0.00
51.39
0.20
Greece
1.00
15.00
7.00
8.00
0.00
27.03
0.00
Hong Kong
1.00
17.80
9.80
8.00
1.00
1082.67
1.00
Hungary
0.00
9.00
2.00
7.00
0.00
16.81
0.00
Iceland
1.00
16.00
7.00
9.00
0.00
35.63
1.00
India
0.80
15.00
7.00
8.00
0.20
76.24
0.00
Ireland
1.00
16.80
9.20
7.60
0.00
45.40
1.00
Israel
1.00
16.00
7.00
9.00
0.60
89.98
1.00
Italy
1.00
15.00
7.00
8.00
0.00
32.69
0.00
Japan
0.00
13.00
7.00
6.00
1.00
111.21
1.00
Korea
1.00
16.60
7.80
8.80
1.00
89.04
0.60
Latvia
0.00
13.00
5.00
8.00
0.00
3.83
0.00
Lithuania
0.60
14.80
7.00
7.80
0.00
8.68
0.00
Luxembourg
0.00
13.00
6.00
7.00
0.80
92.52
0.00
Malaysia
1.00
17.20
10.00
7.20
1.00
131.17
1.00
Mexico
0.00
12.00
8.00
4.00
0.00
38.16
0.00
Netherlands
0.00
12.00
4.00
8.00
1.00
108.15
1.00
New Zealand
1.00
17.00
10.00
7.00
0.00
42.07
1.00
Norway
1.00
17.00
7.00
10.00
0.00
57.95
1.00
Poland
1.00
15.00
7.00
8.00
0.00
63.52
0.00
Portugal
0.00
14.00
6.00
8.00
0.00
29.29
0.00
Singapore
1.00
18.00
10.00
8.00
1.00
213.92
1.00
Slovak Republic
0.00
9.00
3.00
6.00
0.00
5.32
0.00
Slovenia
0.00
11.00
5.00
6.00
0.00
13.85
1.00
South Africa
0.00
13.00
8.00
5.00
1.00
299.18
0.00
Spain
1.00
16.00
7.00
9.00
1.00
93.28
0.00
Sweden
1.00
16.00
8.00
8.00
1.00
134.93
1.00
Switzerland
0.00
6.40
0.00
6.40
1.00
192.71
1.00
Taiwan
1.00
19.00
9.00
10.00
1.00
163.66
0.00
Thailand
1.00
17.00
10.00
7.00
1.00
102.43
0.00
Turkey
1.00
17.00
9.00
8.00
0.00
25.52
0.00
UK
1.00
18.00
10.00
8.00
1.00
107.67
1.00
US
0.00
12.80
7.40
5.40
1.00
149.49
1.00
Total
0.59
14.52
7.00
7.52
0.50
146.12
0.51
Notes：This table reports the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variables.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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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Law
9.43
9.64
8.85
4.88
9.56
8.51
4.26
8.33
9.82
8.65
9.98
8.88
9.23
6.08
9.43
6.93
9.13
5.44
9.09
8.29
6.37
8.97
8.38
7.89
8.06
9.57
7.01
3.35
9.69
9.83
9.93
7.27
8.41
9.55
7.13
8.21
5.71
8.04
9.88
9.83
8.47
5.27
4.89
9.32
9.06
8.10

CC
9.37
9.10
9.13
4.17
9.52
8.50
4.70
6.86
9.88
8.84
9.93
8.88
9.42
5.45
9.23
6.03
9.43
4.64
9.17
8.04
5.94
9.10
6.88
6.73
7.11
9.69
6.25
2.19
9.53
9.99
9.88
7.45
8.03
9.73
6.30
7.77
5.76
7.02
9.82
9.68
7.93
4.04
5.00
9.38
8.93
7.79

CTR
30.00
25.00
32.20
34.00
15.00
23.50
25.00
19.00
22.80
20.20
20.00
37.86
15.83
28.40
16.50
15.00
20.00
47.44
12.50
25.00
26.10
24.39
22.60
16.00
15.00
21.40
24.40
30.00
25.00
28.00
25.20
19.00
28.80
17.00
21.60
17.80
28.00
26.60
22.00
8.50
17.60
20.00
20.40
19.80
32.20
23.17

RET
0.03
0.03
0.02
0.06
0.08
0.05
0.02
0.04
0.07
－0.03
0.04
0.05
0.06
0.09
0.01
0.07
0.04
0.16
0.02
0.07
0.00
0.06
0.05
0.18
0.02
－0.01
0.02
0.05
0.02
0.05
0.07
0.00
0.02
－0.02
－0.03
0.12
0.00
0.00
0.08
0.02
－0.02
0.06
0.07
0.04
0.05
0.05

△TAXG
－0.03
－0.01
－0.02
－0.02
－0.04
0.00
－0.01
0.01
－0.03
－0.02
－0.03
－0.01
－0.02
－0.03
－0.02
－0.04
－0.01
－0.01
0.03
－0.01
－0.01
－0.02
－0.02
0.00
0.00
－0.02
－0.03
－0.01
0.00
－0.01
－0.04
－0.03
－0.01
－0.03
0.02
0.01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2
－0.04
－0.02

△TAXC
－0.02
－0.01
－0.03
－0.05
－0.04
－0.01
－0.07
0.02
－0.03
－0.03
－0.03
－0.02
－0.02
－0.07
－0.03
－0.05
0.02
－0.02
0.01
－0.04
－0.01
－0.03
－0.05
－0.03
－0.02
－0.03
－0.05
－0.04
－0.02
0.02
－0.04
－0.04
－0.12
－0.04
－0.07
－0.02
－0.03
－0.03
－0.01
－0.03
－0.02
－0.03
－0.02
－0.03
－0.0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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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nivariate analysis results
Panels A, B, and C of Table 3 report the t－test results for the comparison of groups with high
and low levels of transparency, financial development, and investor protection, respectively. Panel
A shows that RET (△TAX) is significantly lower (higher) in the high－transparency group than
the low－transparency group at the 1% level. In Panel B, both RET and △TAX a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igh financial development group than the low financial development group. We also
find significantly lower mean △TAX in the strong investor protection group than the weak investor
protection group, but the difference in RET between these two groups is insignificant.
Table 4 presents Pearson correlations for our variables of interest. As shown in Panel A, RE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AXC at the 1% significance level. Among the main country
variables, RET is estimated to be positive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HighTRP and HighSHR
(HighMC). In addition, Panel B of Table 4 shows that HighTRP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nly with HighMC at the 5% level. However, since the results of univariate tests do
not control for the effects of confounding factors, we investigate our hypotheses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including control variables in the following section.
<Table 3> Univariate test
Panel A：Univariate test of HighTRP versus LowTRP
Variable

HighTRP
(n＝63,128)

LowTRP
(n＝31,960)

diff

t－stat

0.036

0.060

－0.024

12.7849 ***

△TAXG

－0.017

－0.024

0.007

－4.5064 ***

△TAXC

－0.032

－0.037

0.005

－2.4690 **

HighSHR

0.390

0.831

－0.441

139.0619 ***

HighMC

0.637

0.840

－0.203

65.1290 ***

SIZE

19.442

20.042

－0.600

43.3355 ***

BTM

0.551

0.570

－0.019

7.6399 ***

LEV

0.183

0.255

－0.071

44.8845 ***

SALESGR

0.161

0.083

0.077

－17.6069 ***

△ROA

0.017

0.020

－0.003

DIVIDEND

0.497

0.337

0.160

RET

2.3918
－33.3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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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variate test (Continued)
Panel B：Univariate test of HighMC versus LowMC
Variable

HighMC
(n＝66,477)

LowMC
(n＝28,611)

diff

RET

0.036

0.064

－0.028

14.7628 ***

△TAXG

－0.021

－0.014

－0.007

4.0110 ***

△TAXC

－0.036

－0.028

－0.008

2.7440 ***

HighSHR

0.732

0.079

0.653

－223.7027 ***

HighTRP

0.595

0.815

－0.220

65.1290 ***

SIZE

19.672

19.586

0.087

－5.9405 ***

BTM

0.597

0.461

0.137

－52.7754 ***

LEV

0.217

0.186

0.031

－18.6559 ***

SALESGR

0.123

0.162

－0.040

8.6404 ***

△ROA

0.022

0.008

0.014

－11.1886 ***

DIVIDEND

0.401

0.542

－0.141

28.2459 ***

t－stat

Panel C：Univariate test of HighSHR versus LowSHR
Variable

HighSHR
(n＝50,850)

LowSHR
(n＝44,238)

diff

t－stat

RET

0.043

0.045

－0.002

0.8848

△TAXG

－0.024

－0.014

－0.009

6.2349 ***

△TAXC

－0.038

－0.028

－0.010

4.4070 ***

HighTRP

0.476

0.874

－0.399

139.0619 ***

HighMC

0.957

0.412

0.545

－223.7027 ***

SIZE

19.889

19.363

0.526

－39.8433 ***

BTM

0.604

0.502

0.102

－42.9188 ***

LEV

0.237

0.174

0.063

－41.2826 ***

SALESGR

0.120

0.150

－0.030

7.1749 ***

△ROA

0.024

0.011

0.013

－11.3252 ***

DIVIDEND

0.372

0.525

－0.153

33.6337 ***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Panel
A, B, and C present univariate tests of differences in means between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and low transparency, financial development, or investor protection, respectively.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

***

**
***

－0.090
***

0.028
***

0.036
***

***

0.022
*

***

－0.019

－0.010

0.013

HighMC

HighSHR

SIZE

BTM

LEV

SALESGR

△ROA
***

0.035

－0.010

－0.024

－0.038

－0.012
0.004

**

0.013
***

***

***

0.095

***

0.037

－0.016

***

－0.043

***

0.021

－0.009

*

0.010

**

***

－0.015

0.618
0.035

TRPpublic

1

***

***

***

0.375

0.630

0.510

***

0.160

***

0.487

***

*

0.236

***

0.772
0.033

0.213
0.0182 －0.078
***

*

0.167

－0.016

1
***

1

***

1
1

MC

*

0.191
0.004

**

0.658
0.076

***

0.142
0.122

*

0.717

0.083

CC

0.104

***

0.827

***

***

0.582

***

0.043

0.119

1

SHR

0.042

***

0.071

0.029

0.142
***
－
0.000
0.852

0.114

0.015

***

0.094

－0.023

***

－0.081

0.021

***

***

－0.027

***

－0.044

***

－0.064

***

－0.114

1

BTM

***

－0.033

***

0.075

***

0.152

1

LEV

*

0.241
－0.113

***

0.237

***

0.166

1
**

*

0.169

*

－0.198
0.013

1
***

0.456
0.102

1

TRPboard TRPpublic DIRECTOR

0.035

***

***

***

0.399

***

***

－0.030

0.004

***

0.122

SIZE

－0.039

0.049

***

***

－0.183

HighSHR

***

***
***

0.379

1

SUIT

－0.096

***

0.192

1

SALESGR

***

1

RuleLaw

－0.127

1

△ROA

CC

1

DIVIDEND

769

***
0.074
0.074
1
0.624
0.963
0.806 －0.021
0.169
0.337
0.353
Notes：*,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his table reports the Pearson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0.266
0.061

***

***

0.389
**

0.633

RuleLaw

***

0.233

***

TRPboard

SUIT

**

0.172
***

0.150

DIRECTOR

***

0.342

*

0.812
－0.057

***

0.118

SHR

MC

TRP

HighSHR

***

－0.097

1

HighMC

0.056
***
***
－
0.006
0.114 －0.132
***
0.002
0.042 －0.004

0.062

***

0.224

***

0.502

***

***

－0.386

1

HighTRP

－0.014 －0.120 －0.160 －0.062
Panel B：Pearson correlations for the country－level variables
Variable(N＝225)
HighTRP HighMC HighSHR
TRP
HighTRP
1
**
HighMC
1
0.175

DIVIDEND

***

***

***

－0.022

***

***

0.079

HighTRP

Panel A：Pearson correlations for the main variables
Variable(N＝66,230)
RET
△TAXG △TAXC
RET
1
△TAXG
0.001
1
***
***
△TAXC
1
0.017
0.408

<Table 4> Pearson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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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Regression results
We now turn to the main tests of our hypotheses. Panels A and B of Table 5 report the main
regression results for the hypotheses when we measure △TAX as △TAXG or △TAXC,
respectively. Among the variables of interest, only △TAX is included in column 1 of Table 5,
and country variables (HighTRP, HighMC, HighSHR) are added in column 2. Column 3 of Table
5 reports the regression results based on Eq (1). Specifically, the coefficient on △TAX is
significantly positive at the 1% level only when the interaction term in our research model is
excluded (see columns (1) to (2) of Table 5) but is positive but insignificant when controlling for
the interaction term (see column (3)). In addition, we compare the adjusted R2 between columns
(1) and (3) and between columns (2) and (3),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results indirectly imply that country characteristics do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Consistent with Hypothesis 1, we fi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transparency. In Table 5, the coefficient on HighTRP i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TAX is measured as △TAXG, and △TAX×HighTRP has a positive
significant coefficient for all incremental tax avoidance variables. Additionally, we find that the
sum of the coefficient on △TAX and the coefficient on △TAX×HighTRP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zero, supporting the results of the positive coefficient on △TAX×HighTRP.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stems from
firms in countries with high transparency.
Consistent with Hypothesis 2, we find that high financial development at the country level affect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As shown in Table 5, the coefficient
on HighMC is significantly negative for all incremental tax avoidance variables, whereas the
coefficient on △TAX×HighMC i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TAX is △TAXC. As further
support for this finding, the sum of the coefficient on △TAXC and the coefficient on △TAXC
×HighMC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zero. Although our second hypothesis is supported only
when △TAX is measured as △TAXC, we conclude that a well－functioning financial market leads
to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considering that CETR reflects
more aggressive tax－deferral strategies (Hanlon and Heitzman 2010).
Inconsistent with Hypothesis 3, we fi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Table 5 show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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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n HighSHR is significantly negative for all incremental tax avoidance variables,
whereas the coefficient on △TAX× HighMC i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when △TAX is
△TAXC. Related studies argue that if managers have an overinvestment incentive for tax
avoidance, the firm may be publicly labeled as a ‘poor corporate citizen’ by investors, thereby
damaging its reputation and firm value (Bankman 2004；Hanlon and Slemrod 2009；Dhaliwal et
al. 2017). According to this argument, our results for Hypothesis 3 imply that investors who are
strongly protected under the law perceive a firm’s aggressive tax strategy as managerial
diversion, leading to a loss of firm value.
<Table 5> Results of hypotheses
Panel A：△TAX＝△TAXG
Variable

(1)
coeff

(2)
t－stat

coeff

(3)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263

19.642***

0.332

19.682***

0.332

19.667***

△TAX

0.017

4.263***

0.018

4.474***

0.008

0.750

0.047

4.676***

HighTRP

***

0.046

4.658

HighMC

－0.108 －16.780*** －0.107 －16.764***

HighSHR

－0.042

－6.706*** －0.042

－6.790***

△TAX×HighTRP

0.026

3.020***

△TAX×HighMC

0.002

0.174

－0.015

－1.362

－0.005

－9.057***

△TAX×HighSHR
SIZE
BTM

－0.005

***

－9.135

***

－0.140 －46.014

－0.005

***

－9.107

***

－0.139 －45.871

－0.139 －45.859***

LEV

0.001

0.182

0.001

0.170

0.001

0.144

SALESGR

0.010

5.400***

0.010

5.439***

0.010

5.454***

△ROA

0.063

6.928***

0.063

6.877***

0.063

6.872***

DIVIDEND
F.E.

－0.026 －19.783*** －0.026 －19.700*** －0.026 －19.620***
C, I, Y

C, I, Y

C, I, Y

β1△TAX＋β3△TAX×HighTRP＝0

4.18***

β1△TAX＋β3△TAX×HighMC＝0

0.84

β1△TAX＋β3△TAX×HighSHR＝0
N

－0.53
95,088

F－Value
2

AdjR

***

95,088
***

198.74

191.56

0.130

0.134

95,088
183.6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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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hypotheses (Continued)
Panel B：△TAX＝△TAXC
Variable

(1)

(2)

coeff

t－stat

(3)

coeff
***

Intercept

0.236

10.214

△TAX

0.034

8.470

***

HighTRP

t－stat

coeff
***

0.355

13.689

0.033

8.311

0.009

0.822

***

t－stat
***

0.350

13.467

0.016

1.331

0.010

0.933

***

－0.113

－15.611

***

－0.091

－12.417

△TAX×HighTRP

0.030

3.513

△TAX×HighMC

0.049

3.878

△TAX×HighSHR

－0.062

－5.849

***

－0.004

－6.391

***

HighMC

－0.115

－15.963

HighSHR

－0.088

－12.029

***
***

***
***
***

***

－0.004

－6.417

－40.076

***

－0.135

－39.991

－0.134

－39.864

－1.088

－0.007

－1.166

－0.007

－1.173

0.010

3.675

0.105

6.080

－0.033

－18.868

SIZE

－0.004

－6.520

BTM

－0.135

LEV

－0.007

***

SALESGR

0.010

3.704

△ROA

0.105

6.121

DIVIDEND

－0.034

－19.508

F.E.

C, I, Y

***
***

***

0.010

3.707

0.105

6.082

－0.034

－19.514

***
***

C, I, Y

***
***

***
***
***

C, I, Y
***

β1△TAX＋β3△TAX×HighTRP＝0

4.35

β1△TAX＋β3△TAX×HighMC＝0

5.61

***
***

－3.44

β1△TAX＋β3△TAX×HighSHR＝0
N
F－Value
AdjR2

66,230
***

66,230
***

66,230
***

141.35

137.55

132.26

0.137

0.143

0.144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his
table reports the results of hypotheses. The robust t－statistics reported for these regression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Our results give ris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both high transparency and high
financial development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investors. With the
allevi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investors can efficiently identify corporate tax avoidance.
Under these conditions, investors act as tax watchdogs not to extract corporate resources but to
increase their wealth through corporate tax planning, improving firm valu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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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investor protection can be a relief when minority investors suffer losses resulting from
manager decision－making. This implication differs from that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as
the latter allows investors to better understand tax avoidance. Accordingly, we argue that strongly
protected investors regard the firm’s increase in tax avoidance as a signal of managerial
diversion, resulting in a worsening of firm value.12)13)

4.4 Supplementary tests
4.4.1 Additional tes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We perform additional tests to investigate why the result for Hypothesis 3 is contrary to our
expectation. Investor protection indicates how strongly minority investors are protected when they
have a loss due to managerial diversion. Transparency represents the extent to which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and transparently disclosed to investors. Therefore, unlike investor protection,
transparency can be viewed as the ex ante monitoring mechanism for managerial diversion.
Given that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serve as substitutes, we expect that the impact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differs with the
degree of transparency. In other words, our third hypothesis will only be supported when both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re high. We define an indicator variable (HTHS) equal to
one if a country has bo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and high transparency and zero if a country
has strong investor protection but low transparency.
In Table 6, consistent with our conjecture, the coefficient on △TAX×HTHS is significantly
positive at the 1% level for all incremental tax avoidance variables (see column (1) of Table 6).
The results remain consistent when tested by each group (HTHS＝1, HTHS＝0). Overall,
investor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but low transparency view an increase in
tax avoidance as managerial diversion because they cannot appropriately interpret the tax
strategy. In other words, this result implies that high transparency should be a premise for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12) We explore whether a transparent information environment is related to the opposing results for
Hypothesis 3 (See Table 6).
13) Our main results hold in robustness tests that identify measurement errors and sample selection bias
(see Appendix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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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on the hypothesis results

Panel A：△TAX＝△TAXG
Variable

(1) Full sample
coeff

Intercept

△TAX

(2) HighSHR&HighTRP
(HTHS＝1)

t－stat

coeff
***

(3) HighSHR&LowTRP
(HTHS＝0)

t－stat

coeff

***

0.195

11.707

0.251

9.149

－0.005

－0.739

0.022

3.044***

0.204

－0.012

0.029

Controls

Y

Y

Y

F.E

C, I, Y

C, I, Y

C, I, Y

50,850

24,371

26,479

0.105

0.089

0.139

2

AdjR

7.314***

－1.698*

2.904***

△TAX×HTHS

N

t－stat

Panel B：△TAX＝△TAXC
Variable

(1) Full sample
coeff

(2) HighSHR&HighTRP
(HSHT＝1)

t－stat
***

coeff

(3) HighSHR&LowTRP
(HSHT＝0)

t－stat

coeff

***

Intercept

0.159

8.731

0.170

3.126

△TAX

0.003

0.546

0.033

4.358***

0.177

－0.001

0.038

Controls

Y

Y

Y

F.E

C, I, Y

C, I, Y

C, I, Y

N

42,014

19,025

22,989

0.119

0.091

0.159

AdjR

5.552***

－0.203

***

△TAX×HTHS

2

t－stat

4.055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The robust t－statistics reported for these regression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4.4.2 Feasibility analysis of country characteristic variables
Following related research, we measure country characteristics as the sum of the scores of the
related indices. The main regression results, however, cannot be free from the country
characteristic measurement error issue because the components of a country index are selected
arbitrarily and applied as the pure sum. Therefore, we conduct the following additional analyses.
First, we re－examine our hypotheses by component of a country index. Panel A of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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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s that the effect of transparency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mainly stems from TRPpublic in the TRP index. Panels B and C report that the effect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derived
from RuleLaw and CC in the SHR index. To sum up, these results imply that unobserved country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tructed by applying different weights to each component of the index.
Second, we investigate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country characteristics using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allows us to identify underlying commonalties and factors of our
country characteristics. We analyze all components of our country indices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identify factors for which the eigenvalue is equal to or above one. To
maintain independence among the factors, we use varimax rotation. Variables with factor
loadings of 0.4 or greater are extracted (Hair et al. 1998).14)
In the factor analysis, two factors with sufficient explanatory power for country characteristics
are extracted and account for 79.48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as shown in Appendix C. The
first factor consists of TRPboard and TRPpublic, which are components of the original TRP
index, and therefore we name this factor “FactorTRP.” The second consists of RuleLaw and CC,
which belong to the original SHR index；we name this factor “FactorSHR”. That is, we find that
the components of the factors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riginal country index in our research model.
Next, we verify the importance of applying different weights to each component of the country
index. The use of factor scores enables the calculation of an index via an optimally weighted
linear combination of the components. In short, this approach has an advantage of being more
objective than the pure sum of components used in related studies and thus contributes to
minimizing researcher bias. Therefore, we reconstruct our country index using the factor scores
estimated in factor analysis (NewTRP, NewSHR). In addition, this new country index is defined
a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he factor score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NewTRP, HighNewSHR). As shown in Panel D of Table 7, the main results
are robust to the use of re－measured country indices. In summary, this series of factor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measurement errors of the original country indic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main results.
14)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nalysis, we exclude variables with similar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specific factors and those with low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al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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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replacing country characteristic variables with other new measurements

Panel A：Results of replacing HighTRP with its individual components
(1) △TAX＝△TAXG

Variable

TRPboard
coeff

(2) △TAX＝△TAXC

TRPpublic

t－stat
***

coeff

TRPboard

t－stat
***

coeff

TRPpublic

t－stat

coeff

t－stat

0.175

6.993***

0.003

0.563

－0.020 －1.864

0.061

6.146

－0.002 －0.136

0.056

7.312

***

Intercept

0.248

15.041

0.191

11.837

0.254

10.038

△TAX

0.019

1.322

0.003

0.525

0.036

2.267

*

***

1.700

0.073

7.817

△TAX×HighINDEX －0.002 －0.125

0.022

2.733

HighINDEX

0.017

***

**

*

***
***

Controls and F.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95,088

95,088

66,230

66,230

0.130

0.131

0.137

0.138

2

AdjR

Panel B：Results of replacing HighSHR with its individual components when △TAX is △TAXG
Variable

Director
coeff

SUIT

t－stat
***

Intercept

0.264

19.720

△TAX

0.015

1.830*

HighINDEX

0.018

△TAX×HighINDEX 0.002

coeff

RuleLaw

t－stat
***

0.264

19.720

coeff

CC

t－stat

0.321

coeff

***

21.427

0.169

11.541***

0.032

5.259***

0.015

1.830*

1.787

0.018

1.787

－0.061 －8.477

0.257

0.002

0.257

－0.031 －3.861*** －0.029 －3.594***

*

*

0.036

5.559***

t－stat

***

***

0.094

15.557

Controls and F.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95,088

95,088

95,088

95,088

0.130

0.130

0.131

0.132

2

AdjR

Panel C：Results of replacing HighSHR with its individual components when △TAX is △TAXC
Variable

Director
coeff

Intercept

△TAX
HighINDEX

SUIT

t－stat
***

0.235 10.154
0.046

***

3.594

－0.019 －1.814*

△TAX×HighINDEX －0.013 －0.992

coeff

RuleLaw

t－stat
***

0.235 10.154
0.046

***

3.594

coeff

CC

t－stat

coeff
***

0.322

13.249

0.065

9.038

***

－0.019 －1.814*

－0.093 －11.189***

－0.013 －0.992

－0.048 －5.645

***

t－stat

0.147

6.163***

0.061

9.274

0.089 13.606***
***

－0.048 －5.930

Controls and F.E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N

66,230

66,230

66,230

66,230

0.137

0.137

0.139

0.139

2

AdjR

***

777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able 7> Results of replacing country characteristic variables with other new measurements
(Continued)

Panel D：Results of using new measurements for country characteristics using factor analysis
(1) △TAX＝△TAXG

Variable

(2) △TAX＝△TAXC

coeff

t－stat

coeff

t－stat

Intercept

0.297

18.220***

0.314

12.422***

△TAX

0.020

1.900

0.030

2.414

HighNewTRP

0.004

0.676

－0.022

－3.338***

－0.113

－16.002***

HighMC

－0.108

*

－17.118***
***

HighNewSHR

0.069

11.102

△TAX×HighNewTRP

0.015

△TAX×HighMC

0.002

△TAX×HighNewSHR

***

0.053

7.888

1.690

0.017

1.813

0.149

0.031

2.576

*

－2.095**

－0.021

**

*
**

－4.895***

－0.050

Controls and F.E

Included

Included

N

95,088

66,230

0.134

0.142

2

AdjR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Panel
A presents the results after replacing HighTRP with its components (TRPboard, TRPpublic). Panels
B and C report the results after replacing HighSHR with its components (DIRECTOR, SUIT,
RuleLaw, CC). Panel D presents the regression results when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are measured using factor scores extracted from factor analysis. The robust t－statistics reported for
these regression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4.5 Robustness analysis
We perform a series of robustness checks as follows. First, we compute RET twice by
replacing the measurement period of 6 months with periods of 3 months or 12 months (see Panel
A of Appendix B). When RET is measured for a 12－month period, △TAX is calculated as long
－term ETR for three years. We find that the main results for Hypotheses 1 and 3 remain

unchanged when the period for measuring RET is set to 3 months.15) In addition, using RET

15) Under this setting, the coefficient on △TAX×HighMC is significantly positive when △TAX is
measured as △TA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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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for a 12－month period, only Hypothesis 2 is supported when △TAX is measured as
△TAXC. In sum, these results imply that it may take at least 6 months for external stakeholders
to appropriately grasp changes in corporate tax planning through publicly disclosed information.
Second, the high standard deviation of △TAX likely leads to a biased estimation. Therefore,
we measure △TAX as the percentile rank by country, industry, and year (△NewTAX). The main
regression results are consistent even when using this alternative measurement (see Panel B of
Appendix B).16)
Third, our regression results are not free from sample selection bias. The US, China, and
Japan occupy the highest proportion of our sample. Thus, we re－examine our hypotheses by
removing the US, China, and Japan one at a time and obtain consistent results at the 1%
significance level (see Panel C of Appendix B).
Last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affected
by other country characteristics, such as tax or legal enforcement. We use the tax enforcement
index from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for the period of our research (TAXENF) (Atwood
and Lewellen 2019；Kerr 2019a). Using a survey, Bhattacharya and Daouk (2002) investigate the
year of enforcement and the first prosecution of insider－trading laws worldwide. However, this
index is measured based on insider－trading laws in the 1990s. Therefore, the insider－trading laws
index in our research is re－calculat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forcement year of insider－trading laws and the first year of prosecution for violating those laws,
multiplied by negative one (LegalENF) (see Panel D of Appendix B). A higher value of our
insider－trading law index indicates that the country more strictly enforces insider－trading laws.
We define an indicator variable (HighTAXENF or HighLENF) for TAXENF or LegalENF as equal
to one if the score of each index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The coefficient on △TAX×HighTAXEVA is significantly negative at the 10% level
when we measure △TAX as △TAXC, and the coefficient on △TAX×HighLENF is negative but
insignificant for all incremental tax avoidance variables (see Panel D of Appendix B).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vestors in countries with high tax enforcement negatively react to
incremental tax avoidance, resulting in a decrease in firm value.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 of tax enforcement is smaller than those of the effects of transparency
16) In addition, repeating the additional tes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 protection and transparency
using △NewTAX yields consist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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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nancial development in our main research model.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s a more crucial determinan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an tax enforcement.

Ⅴ. Conclusion
In this study, we analyze whether country characteristic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using a sample of 45 countries. We fi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r firms in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 transparency or
financial development. Conversely, for firms in countries wi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summary, our results provide an
important clue that a key determina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country characteristics, not corporate governance. Specifically, a transparent and well－
developed financial market creates an environment that enables external stakeholders to strongly
detect managerial diversion；consequently, external stakeholders motivate managers to design tax
planning in the direction that increases the former’s wealth. Moreover, the premise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transparency, not investor
protection, since transparency has a greater impact on curbing managerial diversion by efficiently
conveying corporate information to external stakeholders. Overall, our research sheds some light
on the D&D theory debate. Furthermore, our findings have political implications, as revisions of
the law or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services could provide a way for tax activities to
increase the wealth of external stakeholders rather than that of corporate insiders. However, we
recognize that our results are not free of endogeneity and measurement errors. These implications
are worthy of inquiry, and we hope that future research will better identify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mong country characteristics, corporate governanc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by comparing the effects of country－level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with those at the
fir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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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Variable definitions
Variable

Definition

RET

RET is aggregate stock returns over the 6－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fiscal year.

△TAXG

△TAXG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in AdjGETR for the period from year t to

t－1, multiplied by negative one. AdjGETR is GETR adjusted b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ctr) (i.e., GETR minus ctr). GETR is the GAAP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by dividing the total tax expense by pre－tax income (pti) for firm
i in year t. GETR is set to missing when pti is less than or equal to zero and is
winsorized between 0 and 1.

△TAXC

△TAXC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in AdjCETR for the period from year t to

t－1, multiplied by negative one. AdjCETR is CETR adjusted by ctr (i.e., GETR
minus ctr). CETR is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alculated by dividing cash taxes
paid by pti. CETR is set to missing when pti is less than or equal to zero and is
winsorized between 0 and 1.
TRPboard

TRPboard is the extent of disclosure index from the World Bank.

TRPpublic

TRPpublic is the extent of corporate transparency index from the World Bank.

TRP

TRP is the sum of two indices from the World Bank：TRPboard and TRPpublic.

HighTRP

HighTRP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RP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TRPboard HighTRPboard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RPboard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TRPpublic HighTRPpublic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RPpublic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MC

MC is the ratio of market capitalization,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share price
multiplied by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to GDP from the CEIC.

HighMC

HighMC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MC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DIRECTOR
SUIT

DIRECTOR is the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from the World Bank.
SUIT is the ease of shareholder suits index from the World Bank.

RuleLaw

RuleLaw is an index indicating that a country strongly governs its society through
law and order.

CC

CC is an index indicating how strongly public power is exercised for private gain,
including both petty－and grand－scale corruption, as well as how firmly a country
is captured by elites and privat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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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s (continued)
Variable
SHR
HighSHR

Definition
SHR is the sum of four indices from the World Bank：DIRECTOR, SUIT,
RuleLaw, and CC.
HighSHR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SHR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DIRECTOR HighDIRECTOR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DIRECTOR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SUIT
HighRuleLaw

HighSUIT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SUIT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RuleLaw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RuleLaw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CC

HighCC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CC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SIZE

SIZE is the natural log of the equity’s market value, measured as the price at fiscal
year－end multiplied by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plus one.

BTM

BTM is the natural log of total shareholders’ equity divided by the market value of
equity plus one.

LEV

LEV is long－term debt scaled by lagged total assets.

SALESGR

SALESGR is the difference in total sales from year t to t－1 divided by lagged total
sales.

△ROA

△ROA is the difference in return on assets, measured as operating income scaled
by lagged total assets, from year t to t－1.

DIVIDEND
HTHS

DIVIDEND is total cash dividends divided by pre－tax income.
HTHS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a country has both strong investor
protection and high transparency and zero if a country has strong investor
protection but low transparency.

NewTRP

NewTRP is the factor scores estimated in factor analysis.

NewSHR

NewSHR is the factor scores estimated in factor analysis.

HighNewTRP

HighNewTRP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NewTRP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NewSHR

HighNewSHR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NewSHR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RET3m

RET3m is aggregate stock returns over the 3－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fiscal year.

RET12m

RET12m is aggregate stock returns over the 12－month period beginning on the
first day of the fourth month of the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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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s (continued)
Variable

Definition

△LRTAXG

△LRTAXG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in AdjLRGETR multiplied by negative
one. AdjLRGETR is LRGETR adjusted by ctr. LRGETR is computed as the ratio of
the sum of the GETR numerator for the preceding three years to the sum of the
GETR denominator for the preceding three years. LRGETR is set to missing when
pti is less than or equal to zero and is winsorized between 0 and 1.

△LRTAXC

△LRTAXC is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in AdjLRCETR multiplied by negative
one. AdjLRCETR is LRCETR adjusted by ctr. LRCETR is computed as the ratio of
the sum of the CETR numerator for the preceding three years to the sum of the
CETR denominator for the preceding three years. LRCETR is set to missing when
pti is less than or equal to zero and is winsorized between 0 and 1.

△NewTAXG

△NewTAXG is the percentile rank of △TAXG by country, industry, and year.

△NewTAXC

△NewTAXC is the percentile rank of △TAXC by country, industry, and year.

TAXENF

TAXENF is the tax evasion index from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LegalENF

LegalENF is calculated as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forcement year of insider－trading laws and the first year of prosecution for
violating those laws, multiplied by negative one (source：Bhattacharya and Daouk,
2002).

HighTAXENF

HighTAXENF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TAXENF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HighLENF

HighLENF is an indicator variable equal to one if LegalENF for a country is
greater than the sample median and zero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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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Results of the main robustness tests
Variables

Pred Sign

(1) △TAXG

(2) △TAXC

Coeff

t－stat

Coeff

t－stat

0.297

18.220***

0.314

12.422***

△TAX

0.020

1.900*

0.030

2.414**

HighTRP

0.004

0.676

－0.022

－3.338***

HighMC

－0.108

－17.118***

－0.113

－16.002***

HighSHR

0.069

11.102***

0.053

7.888***

△TAX ×HighTRP

0.015

1.690

0.017

1.813

△TAX ×HighMC

0.002

0.149

0.031

2.576**

－0.050

－4.895***

Panel A：Alternative proxy for RET
RET＝RET3m
Intercept

△TAX ×HighSHR
Controls

*

－2.095**

－0.021
Y

N
2

AdjR

*

Y
95,088

66,230

0.134

0.142

RET＝RET12m
Intercept

25.754***

0.718
－0.006

△LRTAX

－0.235

21.783***

0.656
－0.011

－0.364

0.069

4.014***

－22.244***

－0.262

－21.494***

－4.286

***

－0.049

－4.193

0.018

0.899

0.017

0.713

－0.008

－0.337

0.085

2.883

△LRTAX×HighSHR

0.016

0.689

－0.039

－1.305

Controls

Y

HighTRP

0.048

HighMC

－0.250

HighSHR

－0.041

△LRTAX×HighTRP
△LRTAX×HighMC

N
2

AdjR

***

2.970

***

***

Y
87,069

73,770

0.11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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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main robustness tests (continued)
Variables

Pred Sign

(1) △TAXG

(2) △TAXC

Coeff

t－stat

Coeff

t－stat

0.328

18.875***

0.365

13.722***

0.000

0.609

Panel B：Alternative proxy for △TAX
Intercept

△NewTAX
HighTRP

0.034

－0.001

－0.756

***

－0.013

－1.094

***

－0.145

－15.521

***

－0.061

－7.012

3.257

***

HighMC

－0.108

－14.049

HighSHR

－0.033

－4.328

△NewTAX×HighTRP

0.002

3.287

0.004

5.758

△NewTAX×HighMC

0.000

0.066

0.005

5.148***

－0.005

－5.751***

△NewTAX×HighSHR

***

－2.234**

－0.002

***
***

Controls
N
2

AdjR

95,088

66,230

0.134

0.144

Panel C：Removal of each country sample (US, Japan, China)
Removal of the US sample
0.311

17.737***

0.321

11.917***

△TAX

0.021

1.874*

0.022

1.786*

HighTRP

0.057

5.721

0.016

1.460

Intercept

HighMC

－0.099

HighSHR

－0.035

***
***

－0.102

－14.296***

－5.618***

－0.080

－11.062***

－15.544

△TAX ×HighTRP

0.009

0.889

0.017

1.898*

△TAX ×HighMC

0.007

0.589

0.054

4.204***

－0.012

－1.120

－0.063

－5.925***

△TAX ×HighSHR
Controls
N
2

AdjR

Y

Y
85,895

58,741

0.14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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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main robustness tests (continued)
Variables

Pred Sign

(1) △TAXG

(2) △TAXC
Coeff

t－stat

21.128

0.414

15.184

－0.066

0.011

0.817

0.002

0.219

Coeff

t－stat

0.374
－0.001

Removal of the Japan sample
Intercept

△TAX
HighTRP

***

***

0.049

4.834

***

***

－0.142

－19.039***
－12.641***

HighMC

－0.124

HighSHR

－0.041

－6.507***

－0.092

△TAX ×HighTRP

0.037

3.662***

0.035

3.132

△TAX ×HighMC

－0.001

－0.060

0.045

3.486

△TAX ×HighSHR

－0.017

－1.541

－0.060

Controls

－19.156

Y

N
2

AdjR

***
***

－5.667***

Y
79,955

51,901

0.126

0.137

Removal of the China sample
Intercept

20.322***

0.353

13.540***

0.353

△TAX

0.012

1.048

0.011

0.912

HighTRP

0.005

0.506

0.007

0.633

HighMC

－0.115

HighSHR

－0.057

***

－0.114

－15.701***

－9.122***

－0.092

－12.665***

－17.617

***

***

△TAX ×HighTRP

0.027

3.068

0.029

3.344

△TAX ×HighMC

－0.006

－0.473

0.055

4.216

△TAX ×HighSHR

－0.014

－1.321

－0.061

Controls
N
2

AdjR

Y

***

－5.794***

Y
81,987

65,591

0.12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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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main robustness tests (continued)
Variables

Pred Sign

(1) △TAXG
Coeff

(2) △TAXC

t－stat

Coeff

t－stat

0.362

24.447

0.056

7.185

Panel D：Using other country－specific characteristics
Tax Enforcement index
Intercept

△TAX

***

0.424

33.331

0.026

3.774

***

***

***

HighTAXENF

－0.029

－11.663***

－0.035

－12.673***

△TAX ×HighTAXENF

－0.013

－1.587

－0.031

－3.424

Controls

Y

N
2

AdjR

***

Y
95088

66230

0.112

0.125

Legal Enforcement index
Intercept

***

0.396

31.037

△TAX

0.018

2.303

HighLENF

0.032
－0.001

△TAX×HighLENF
Controls
N
2

AdjR

***

0.207

7.838

0.038

5.023

15.269

0.134

28.025

－0.099

－0.002

－0.247

**
***

Y

***
***

Y
95,088

66,230

0.113

0.152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Panel
A shows the regression results when we compute RET by replacing the 6－month measurement
period with periods of 3 or 12 months, respectively. Panel B reports the robustness tests when △TAX
is recalculated as the percentile rank by country, industry, and year (△NewTAX). Panel C presents
the regression results when excluding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e US, Japan, or China
individually. Panel D reports pooled OLS estimates of Eq (1) when HighTAXENF or HighLENF is
used as the country variable. The robust t－statistics reported for these regressions are based on
robust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Detailed variable definitions are presented in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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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Factor analysis
Variables

Factor loadings
FactorTRP
FactorSHR

Disclosure

0.8044

Transparency

0.7178

Communality
0.6699
0.5761

RuleLaw

0.9873

0.9753

CC

0.9777

0.9579

Total

3.1792

Eigen value

2.02

1.16

% of total variance

50.36

29.12

Total variance

50.36

79.48

Bartlett’s sphericity test p－value
Notes：This table reports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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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20.1.21. 한국에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및 경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상호 연결된 공급망을 약화시키는 한편, 생산, 유통, 공급 등 산업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장애를 일으켜 글로벌 경제를 혼란 속에 빠트렸다. 2020년 4월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세계경
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 미국, 독일은 －8% 내외,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10% 내외, 일본 －5.8% 등으로 전망하였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회복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한다면 팬데믹
은 기울어진 전 세계의 연결고리를 새로 구축하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를 기회의 창으로 연결시키고자 각국은 정부 및 지자체 주도로 경제 회복방
안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등에서는 기후변화와 경제문제 해결을 공동 아젠다로
선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다양한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20.7.14 한
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제로 에너지화,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 조성,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에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해 65만9천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
륙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청정기술 및 혁신에 투자하고, 2021년 탄소국 경세를
도입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경제구조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
나19로 인해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균형, 세대 간 역동성, 양극화와
세분화 등 향후 나타날 문제점을 지적하고, 리쇼어링, 경제 디지털화, 시스템의 도입, 독재주의 대
두 등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여러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지속가능성 이슈는 기업의 책임감 강화, 회복력 구
축 등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강조될 것이다. 기업의 현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후의 결과를 결정하
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됨과 동시에 잠재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1.21 한국에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경제위기 관련 주요정책
의 성과와 팬데믹 경제위기 관련 외국의 정책동향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新
政府 中長期 租稅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COVID19, Pandemic, 경제성장, 재정확대, 재정건전성, 신정부,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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