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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조항들은 민법상의 

증여에서 벗어난 변칙적인 증여 유형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하고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증여의제 조항들은 변칙적인 증여 15개 

유형을 법을 통해 제시하는 증여 예시 조항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조항

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것이다. 현행의 증여의제 조항이 과거의 증여의제 조항

과 다른 점은 넓어진 세법상의 증여 개념과 범주에도 불구하

고 증여에 해당될 수 없는 내용인데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

로 법제화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기초한다면 별도로 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개념과 범주를 활용하여야 할 필

요는 없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증여로 의

제하여 과세하는 것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소득이지 증여 이

익에 해당될 수 없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관련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

어질 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 둘째,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

였다면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식이다. 현재에도 일반 주주들과 달리 대주주들은 주식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거래

에 따라 주주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규

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

해서 별도의 규제가 있고, 수혜법인에 대해서도 규제 조항을 

도입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의 증여

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관련 주주가 주식

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과세 방식만으

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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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및 목적.Ⅰ

□ 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증여2003
의제 조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나 여전히 명,
의신탁과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관한 증여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기존에 민법상의 증여‘ ’

만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

나 세법이 독자적으로 증여에 대한 개념을 정,

의한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에서는 증여2 3 “ ”

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 ･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

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

고 이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 ) ]移轉

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

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 .

- 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전에는 변2003

칙적인 증여 유형 사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

하고자 증여의제 조항을 규정하였음.1)

∙ 과거에는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증여의제 개념을 활용한

것임.2)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 증

여의제 조항들은 개의 변칙적인 증여 유형을15

제시하는 증여 예시 조항으로 전환되었음.

∙ 현재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일감몰아주기 거

래의 증여의제는 바뀐 세법상의 증여 개념에

따르더라도 증여에 해당될 수 없지만 규제 목

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도입한 것임.3)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은 정책적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그러,
한 사례가 없음.

- 특히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년 말 도입된 이래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2011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목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점 등에서 논란이 계속되

고 있음.

-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증여( , , , ),

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증여의

제 조항을 두지 않거나 또는 변칙적인 증여 유형,

을 제시하는 예시규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외국의 입장은 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2003

정 전 우리나라에서 증여의제에 대해 취하던,

입장과 유사하며 특히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

감몰아주기 거래 유형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

세하는 체제는 가지고 있지 않음.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
하고자 함.

- 첫째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법,

인의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불과함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있다

는 이유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

다는 점.

- 둘째 일감몰아주기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은 관련 주주의 양도소

득세 과세 대상이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

1) 의제 란 법규정상 라는 전제사실이 있는 경우 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 판 주영화조세통람 면( ) A , B . ; , ( 6 ), ( ) , 2012, 404 .擬制 『 』
2) 과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 즉 수증자에게 준다. ,

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함 민법상 증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림 민법강의 제 판 홍문사, . , ( 11 ), , 2013,『 』
면 참조1382~1387 .

3) 국회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김광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 “ ”, , 2011.10.,

면 참조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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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규제 수단을 도입,

하고자 하는 상황4)에서 관련 주주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는 증여에 해당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주주의 이익은 주식 양,

도 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Ⅱ
체계 현황

증여세 과세 체계 개요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체계는
증여의 정의 증여재산의 범위와 일반적 계산원,
칙 증여 예시 규정 증여 추정 규정 증여의제 규, , ,
정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증여재산의 범위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ⅰ
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 )ⅱ
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ⅲ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

로 규정함.5)

-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적인 계산원칙은 재산)ⅰ
의 무상 이전 시의 시가 계산 증여 예시 규, )ⅱ
정의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계산,

기준 이익 계산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ⅲ 6)

∙ 기준 이익 계산원칙7)은 저가양도 고가양)ⅰ ･
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에, )ⅱ
적용되며 기존부터 활용되던 억 원, ) 3 /ⅲ

은 시행령을 통해 일반 기준 이익30% Rule

계산원칙 내용에 반영됨.

∙ 억 원 은 재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 ‘3 ’ Ruleⅰ
액 또는 재산의 평가액과 대가의 차액이 억3

원 이상인 경우 억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3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은 재산의, ) ‘30%’ Ruleⅱ
시가와 대가의 차액 또는 재산의 평가액과 대

가의 차액이 시가의 이상인 경우 그 이30% ,

상의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조는 개의33 ~ 42 15

변칙적인 증여 유형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조의 내용은33 ~ 42

과거 민법상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의제 규정으로 있었던 것들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칙증여

유형은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① ②
저가 고가 양도 채무 면제 부동산, ,③ ④ ⑤･

무상 사용 금전 무상 또는 저리 대부 재산, ,⑥ ⑦
사용 용역 제공 자본 거래 미성년자 재산의 가, , ,

치 증가 등의 기타 이익 증여 합병에 따른, ⑧
이익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감자에, ,⑨ ⑩
따른 이익 증여 현물출자 이익 증여 특정, ,⑪ ⑫
법인과의 거래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 ⑬
증여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상장법인과, ,⑭ ⑮
의 합병에 따른 이익 증여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인①

경우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44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②

운 경우에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이 있음45 ) .

4)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수혜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고자 논의하고 있음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조 김성휘 기자 일감몰아주기 제재 과잉규제 찬반 팽팽 종합국회 공정거래법 공청회 하도급법 단가 후려치기 규제도 논란 머니투데이. , “ ”vs“ ” - ( ) , .. ' ' ”, 2013. 3.11.
기사 방문 확인(2013. 3.26.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1117380533429&outlink=1)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 특히 경제적 이익 부분은 완전포괄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증여 예시 규정의 과세근거를 강화할 목적에서 반영됨 송대호국31 1 . , ; (
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제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면), “ ”( ), , 2012.10., 18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재산 계산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 원칙 규정을 도입하였음 특히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적32 . .
계산원칙은 무상이전에 따른 재산가액 계산과 기준 이익 계산원칙 내용 등을 통해 시가 기준 원칙 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송(‘mark to market’ principle) .;
대호 위의 보고서 면 참조, , 19-21 .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조의 에 자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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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은 )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상 특수관계인 에게( )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ⅱ
특수관계인이 해당 증여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년 이내 양도한 경우 후자에3 ,

게 바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8)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제반 사정상)ⅰ
재산의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됨에도 불구

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 취득자금, ,

자력의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됨에도)ⅱ
불구하고 채무를 상환한 자금의 경우에도 채,

무 상환 자금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함.

∙ 제반 사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

고려하는 것이며 자력 취득 및 상환이 소명,

되면 추정이 배제됨.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규제 목적으로 증여의제10) 개념을 활용하는 조항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①
조의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의2), ②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가 있음( 45 3) .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는 권리 이전 또는 권리 행사에 등기 등2)

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 제외 의 실제 소( )

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

유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11)

∙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

탁은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만 남아있음‘ ’ .12)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

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는 특정 법( 45 3)

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를 초과하15%

는 경우 해당 영업 이익에 주식한계보유비율,

을 곱한 금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함.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 이익 정상거래비율×

의 를 초과하는 비율 주식한계보유비(30%) 1/2 ×

율을 초과하는 비율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함.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달리 조세회피 목, )ⅰ
적을 고려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조건의 거, )ⅱ
래도 포함하여 일정거래비율 을 초과한 부(15%)

분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조의 를 통하34 2

여 수혜법인을 국내법인으로 한정 제 항) ( 1 ),ⅰ
적용되는 간접보유비율을 이상인) 0.1%ⅱ

경우로 한정 제 항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9 ), )ⅲ
등의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배제 제(

항 하고 있음10 ) .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문제점2.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 조항은 실질과세의 원
칙의 예외로 증여세를 활용하고자 증여의제를 하
고 있어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담세력과 관계없이 규제 목적으로

세제를 활용하고 있어 조세제도의 근본 원리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음.13)

8) 다만 경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증권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 , , ,① ② ③ ④ ⑤
인정되는 경우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44 2 3 ).⑤

9) 년 월 개정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자산에 대해서도 계좌 명의자의 자력 취득 여부를 추정 검증하도록 하고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제2013 1 ( 45 4･
항 그러나 해당 내용은 동조 제 항의 해석 및 판례대법원 선고 두 판결 등를 통하여 당연히 추정되는 부분이어서 신설할 필요가 없다). 1 ( 2001.11.13. , 99 4082 )
는 의견이 있음 송대호 앞의 보고서 면; , , 23~25 .

10) 특히 과세와 쟁송 절차에 있어서 의제 의 경우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나 추정 의 경우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추정 자체를( ) , , ( ) ,擬制 推定① ②
번복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 소순무 앞의 책 면 참조.; , , 404 .

11)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예기간 년 중에 실제 소유자로 명의개서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 (1997~1998 ) ( )名義改書① ②
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제 호. ; 45 2 1 1 2 .

12) 고선 송은주 유지선 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현황 및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사례 분석 세법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면 참조, “ ”( 11-01), , 2011. 9., 45-46 .･ ･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제 항 중 국세기본법 제 조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 조항임을 나타내고 있음45 2 1 “ 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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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조항은 규제 목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않는 부분을 증여로 의제하여증여
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는 입법 취지상 정

책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

볼 수 있음.

∙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식에 반영된 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추상적인 담세력이 인정되

므로 매년 과세를 하고자 하는 점이 조세제,

도의 기본적인 가정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으나,14)

∙ 입법 취지와 내용에서 미루어볼 때 미실현이

익에 대하여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계측과 과

세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15)

∙ 국회 입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결국 정상 비정“ ･
상 가격에 의한 거래여부를 불문하고 일감몰

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

을 부과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세규정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고 기술한 것을 볼 때 해당 조항을”

재정목적보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도

입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음.16)

- 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익에 대해 고율의 증여세

를 과세함으로써 규제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하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 과세조항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기업의 사업 활동상

필요한 거래 부분까지 인위적으로 증여로 분

류하여 규제하고 있음.

증여 및 증여의제에 대한 외국 법제와.Ⅲ
비교 검토･

개관1.

□ 우리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체제를 선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세법상의 증여의제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검토해 봄으
로써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함.

□ 외국의 경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음.

- 외국의 경우 포괄적인 증여 개념에 기초하, ①
여 증여의제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거나 미, (

국 프랑스 년 이전 우리나라의 상속세, ), 2003②
및 증여세법에서의 입장과 유사하게 증여의제 증(

여간주 규정을 증여 예시 유형으로 활용하는 경)

우 독일 일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대체 세( , ), ③
제로 자본이득세 체계를 구성(Capital gain tax)

한 후 비적격 자산 이전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

세하는 방식으로 증여 과세를 하는 경우 캐(gift) (

나다 로 나누어져 있음) .

외국의 법제 및 판례 검토2.

증여의제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1)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증여의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는 미국,
과 프랑스가 있음.

14) 미실현이익 자체는 추상적으로 담세력이 있으므로 과세하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님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그러나 미실현이익을 과세, ( 1994. 7.29. , 92 49 ).
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은 여전히 있음 최승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면.( , “ ”, KERI-Brief 12-06, , 2012. 8., 3~5 .)『 』

15) 문상원 권형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성과 입법미비에 대한 검토 조세와 법 제 권 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 “ ”, 5 2 ,『 』･ ･
구소 면 참조, 2012, 73~74 .

16) 김광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보고서 면 참조( ),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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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미 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이하에서 증여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ec. 2501 .

- 미국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를 포괄적인 측면에

서 증여의사에 따른 자산의 무상이전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포함 으로 보고 있음) .

∙ 미국에서는 증여세 를 일종의 거래세(Gift tax)

로 보며 자산의 무상이전행위(Excise tax) ,

에 대한 조세로 이해함(transfer of property) .17)

- 특히 미국에서는 증여에 해당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자산의 경제적 이익) (the Economic benefitⅰ
의 지배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야of property)

한다는 점,18)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서 창출)ⅱ
되는 수익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등을

제시함.19)

- 미국은 우리와 같이 증여 유형에 관한 별도의

명문 예시 규정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 증여로 보고 있음.

∙ 미 연방 대법원은 부모가 아들들에게 무상 또

는 저이율로 금전을 대차해준 경우 시장이자,

율과의 차이만큼의 이자금액을 증여로 보았으

며,20)

∙ 미 연방 조세법원은 부모가 아들에게 자산을 매

매한 후 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았음.21)

∙ 파트너십 을 설립할 때 자산출자(Partnership) ,

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무상의 자산 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함.22)

- 다만 미국에서는 변칙증여에 해당되지 않, )ⅰ
는 예외 방식으로 을 설정하고‘Bona fide sale’

있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의, )ⅱ
경제적 이유 를 입증함으로써(Nontax reason)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

고 있음.

∙ 은 해당 거‘Bona fide sale’(I.R.C. Sec. 2036(a))

래 또는 계약에서 상당한 대가(adequate and full

를consideration in money or money’s worth)

받는 경우이며 이는 변칙증여에서 제외됨, .

∙ 자회사 등 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조세 감면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유 를 입(Nontax reason)

증하면 이를 변칙증여로 보지 않음, .23)

□ 프랑스의 경우 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
장에 있음.24)

- 민법상의 증여 개념을 활용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와 유사하게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음.25)

-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나,

증여의제 유형 등을 열거하고 있지 않음.26)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 예시 규정으로2.
활용하는 사례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 증여의,
제 규정을 증여 예시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
가는 독일과 일본이 대표적임.

17) 참고로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임Bromley v. McCaughn, 280 U.S. 124(1929) ; MacDonald v. U.S., 139 F.Supp. 598(1956) ; ‘ ’ .
18) C.I.R. v. Marshall, 125 F.2d 943, 947(2nd Cir. 1942)
19) Greer v. U.S., 408 F.2d 631, 633(6th Cir. 1969)
20) Dickman v. C.I.R., 465 U.S. 330(1984)
21) Haygood v. C.I.R., 42 T.C. 936(1964)
22) Shepherd v. Commissioner, 115 T.C. 376, affd. 283 F.3d 1258(11th Cir. 2002)
23) Estate of Bongard v. Commissioner, 124 T.C. 95, 118(2005)
24)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 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면 참조, , , 2009, 335~338 .『 』–
25) 고선 송은주 유지선 앞의 보고서 면, , 72 .･ ･
26) 고선 송은주 유지선 위의 보고서 면, , 7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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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서 증,
여의제 조항을 증여 예시 유형을 제시하는 규정
으로 활용하고 있음.27)

- 독일에서는 세법상의 증여를 자발적인 재산의

제공으로서 증여자의 희생에 따라 수증자의,

부가 증가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증여의 정의에 따라 간접증여와 부분증

여가 증여에 모두 포함됨.28)

-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증여는 증여의제 조항을 통

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독일에서의 증여의제 조항,

은 우리나라의 증여 예시 조항과 유사함.29)

∙ 인적회사에서 이익참가지분을 소유한 사원)ⅰ
에게 통상 제 자에게 부여하는 이익보다 과도한3

배당을 하는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탈퇴하, )ⅱ
는 사원의 지분이 다른 사원이나 회사로 이전되

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30)31)

□ 일본의 경우 년 이전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 2003
여세법의 입장과 같이 민법상의 증여 개념일본 민, (
법 제 조을 바탕으로 하되 변칙증여 유형에 대549 ) ,
하여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증여재산을 중심으로 증여세를 부,

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①
민법상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本來 贈與財産の ②

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으( )贈與財産みなし
로 나누어 보고 있음.32)

∙ 증여재산의 범위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33)

∙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

산 에는 생명보험금( ) ) ,贈與財産みなし ⅰ
정기금 및 그에 관련된 권리 재산의) , )ⅱ ⅲ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등에 따, )ⅳ
른 이익 기타 이익의 향수, ) ( ),享受ⅴ 34) )ⅵ
신탁재산 특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특, )ⅶ
별이익35)이 있음.

- 일본 세법 역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안들을 증여로,

간주하는 체제를 선택하고 있음.36)

∙ 일본 법원의 경우 증여세는 재산의 관리 지, ･
배력을 기준으로 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성,

과가 어디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것

이라는 입장을 제시함.37)

∙ 부동산 구입 시 명의는 부인 또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한 사람, 이 남편 또는 아

버지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가 있음.38)

∙ 기업 출자의 경우 일본에서는 남편이 금, )ⅰ
융기관을 통하여 금전 대차를 받고 부인과 딸,

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인과 딸,

27) 독일의 증여세 과세 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유찬 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면 참조, , , 2009, 356~379 .『 』･ –
28) 독일 상속증여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증여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간접증여는 다단계행위 또는 우회행위에 따른 증여를 말하며 부분증여7 1 1 , ,

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대가 차이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 등에 따른 증여를 말함 김유찬 이유향 위의 보고서 면( ) .; , , 363~364 .･
29) 고선 송은주 유지선 앞의 보고서 면, , 70 .･ ･
30) 독일 상속세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자세한 내용은 김영심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비교사법 제 권 제 호 한국비교7 6 7 . , “ -”, 15 4 ,『 』–

사법학회 면, 2008, 319 .
31) 이외에도 증여 예시를 통하여 증여로 간주되는 유형에 관한 조항이 있음 조건 성취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부재산공유제에 따라 일방이. ,

이득을 얻는 경우 등에 관한 예시 조항이 독일 상속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까지 규정되어 있음 고선 송은주 유지선 위의 보고서 면7 1 2~5 , 7~10 .; , , 69~70 .･ ･
32) , ( ), , 2012( 24 ), p.46.日本 稅務大學校 敎授部 相續稅法 稅大講本 日本 稅務大學校 日本 國稅廳 平成 年『 』 ･
33) [ ] 11 2 1.日本 相續稅法 基本通達 の －
34) 기타 이익의 향수에는 계열회사 에 대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계열회사 증자 시 신주를 변칙적으로 배정받는 경우 무이‘ ’ ) ( ) , ) , , )同族會社ⅰ ⅱ ⅲ

자로 금전을 대차해주는 경우 부부 간의 재산 증여 시 상대방의 기여분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됨 일본 상속세법 제 조, ) , .; 9ⅳ
35) 특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특별이익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자 이사 등 또는 그러한 자들의 특수관계인들이 법인의 시설 이용 또는‘ ’ ,

자금 이용 해산 시 재산 배분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말함 일본 상속세법 제 조 제 항, .; 65 1 .
36)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참조, ( 16 ), , 2011( 23 ), pp.524~529 .金子 宏 租稅法 第 版 弘文堂 平成 年『 』
37) 13 3 15 , 12( )215 .東京高裁平成 年 月 日判決 平 行コ 号
38) 42 10 24 , ( ) .; 41 10 14 , ( ) .最高裁第三小法廷昭和 年 月 日判決 昭 行 島高裁昭和 年 月 日判決 昭 行ツ コ４０ １４ ３９ １号 広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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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득한 주식에 비례한 출자금을 증여로 본

사례39)와 남편이 자금 조달을 하여 부인) ,ⅱ
과 자식의 명의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취득

한 경우 부인과 자식에 대한 증여가 되지 않는,

다는 사례로 나누어져 있음.40)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사례3.

□ 캐나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대체하,
여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자본이득, (Capital gain)
을 과세하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신하여,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를 과세하는 체제(Capital gain tax)

를 갖추고 있음.

∙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대신하여 사망에 따)ⅰ
라 자산이 양도된 것(Deemed disposition on

으로 보아 자본이득세death) (Capital gain tax)

를 과세하며,41) 증여에 대한 과세는 일반)ⅱ
적인 증여 와 비적격 조건에 따른 자산(gift)

양도 를 증여로(Non-arm’s length transaction)

보아 자본이득세 를 과세하는(Capital gain tax)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42)

- 증여의 경우 증여에 따라 자산이 양도된, ①
경우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거나 특수관계, ②
인 간의 비적격 조건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증

여로 보고 추가적으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일반적으로 비적격 조건에 따른 자산 양도

는 실질적인(Non-arm’s length transaction) )ⅰ
지배력 의 귀속 쌍방 당사(‘de facto’ control) , )ⅱ
자 간의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 거래를 하였는지,

별도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거래가)ⅲ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함.43)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비적격

조건의 거래로 보지만 공정시장가격, (Fair

에 따른 거래인 경우에는 추가market value)

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44)

∙ 행정편의주의적 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 영역을 정해두되 시장가격으,

로 거래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이득세를 과

세하지 않고 있음.

시사점4.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우리나라의 증여의제
규정은 정책적 규제를 위한 인위적 수단에 불과함.

- 외국의 경우에는 증여의제 또는 증여 간주 개

념을 정책적 규제 수단이 아닌 증여의 다양한

예시로서 활용하고 있음.

∙ 외국의 증여의제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증여 예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일 뿐임.

□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는 것은 글로벌 법제
트렌드에 맞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예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는 것은

글로벌 법제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음.

- 규제 수단으로 증여세를 활용하고자 증여의제 개

념을 두는 것은 증여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

므로 증여의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9) 41 5 16 , 35( ) .島地裁昭和 年 月 日判決 昭 行１広 号
40) 41 9 30 , 38( )17 .名古屋高裁金 支部昭和 年 月 日判決 昭 ネ沢 号
41) Income Tax Act Sec. 70(5)(a)
42) Income Tax Act Sec. 69(1) ; Sec. 251(1)
43) Rober E. Beam Stanley N. Laiken James J. Barnett, Introduction to Federal Income Taxation in Canada (32nd Edition), CCH, 2011, ¶ 7,415.『 』･ ･
44) Rober E. Beam Stanley N. Laiken James J. Barnett, Introduction to Federal Income Taxation in Canada (32nd Edition), CCH, 2011, ¶ 7,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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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Ⅳ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검토 방향1.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과세 조항과 관련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며 특히 일,
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상 미비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자 함.

-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세를 한다는 지적.

-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

-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

다는 비판.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상

미비점에 대한 비판.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의 입법상 미
비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함.

- 소득세 과세 대상과 증여세 과세 대상의 구별 측면‘ ’

에서는 세법 체계상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주주

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세법 체계상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함.

-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식의 합리성과 공정성‘ ’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 과세조건에 대한 입법기술적인 문제로서 일,

감몰아주기 거래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정상거

래비율 을 설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30%)

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

이익으로 볼 때 영업 이익에 따른 실제 주식가치,

증가분 중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증여 이익을

분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 업종별 정당한 이유의 고려 측면에서는 다음‘ ’

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 업종별로 다양한 시장 환경과 제반 조건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내용상 정상거래비율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상거래비

율을 정하여 과세를 한다는 문제점 검토.

∙ 같은 증여의제 조항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나, ‘ ’

당사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2.
과세 대상인가?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가 과세될 수 있는 이익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
하여야 함.

- 세법에서 어떠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소득세법은 제한적 소득개념(Schedule System)

을 따르고 있지만 증여세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보완적 세제로서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되는 구,

조 를 갖추고 있음(Comprehensive System) .45)

∙ 과세 대상 이익이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체계를 따르지 않고 소,

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을 과세

할 때에는 우선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46)

45) 이창희 세법강의 제 판 박영사 면 각주, ( 10 ), , 2012, 348 21.『 』
46) 이와 관련하여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하면 이익배당이나 주식양도의 이전 단계에서도 주주의 지분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므로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 ,

여 개념에 부합한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다만 이에 대해서 해당 조항은 주식 보유만으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수혜법인이 결손상태인 경우에 기납부한 증여. , ,
세를 환급해주거나 영업 이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유재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 ( , “
제 과세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 권 제 호 한국세무학회 면 본문 및 각주 따라서 이러한 점을 검토해보면 행위 자체에 대한 규”, 13 2 , , 2012, 244 13)『 』
제 목적의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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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은 정상‘
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발생한 영업 이익과’
주식의 내재가치 이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

-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창출되는

영업 이익은 기업의 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됨.

-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내재가치이익은 주주①
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과세를 하거나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 ②
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됨.

∙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②
와 같이 주식 양도 시 해당 차익에 대해서 과

세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특히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의 방식에 따라 지배주주가 법인의 지배권②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주식을 매년 양도

하고 다시 취득하는 가상 거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47)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
익을 과세하고자 하면 주식 양도 시의 양도차익,
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

를 할 때에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①
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 배당에 따라 주, ②
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며,

주주가 보유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③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주주의 이익은 위와 같

은 일반적 소득 과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하

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별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거래 유형

에 대한 정책적 규제 목적만을 입법 취지로

언급하고 있을 뿐임.

- 특히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을 양①
도한 경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②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48)

∙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은 비상장법인 주

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대주주의 경우 법인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

한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49)

□ 어떤 유형의 이익이 소득인지 증여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 대,

상인지 모호한 범주에 있는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는 것이 합리적임.50)

- 미국의 경우 소득인지 증여인지 애매모호한 경우, ,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에서는Bingler v. Johnson Case Work-Study

의 가 근로소득인지Program Scholarship grant ,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 이익인지를 판별하였

는데 소득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은, )ⅰ
때에는 해당 이익을 주는 자의 주관적 의도

를 확인하고 해당 이(Grantor’s motive) , )ⅱ
익이 가지는 경제적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47)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향후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45 3
다 다만 여기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정보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지선 허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 .; , “･
대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 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법학회 면”, 2011 , , 2011, 153 .『 』

48)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 앞의 책 면 참조, , 442~443 .
49)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가 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년 이상 보유한1 30% , 1

주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20% .; 104 1 11 .
50) 이창희 위의 책 면 각주, , 43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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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음 이에 따라. ) Scholarship grantⅲ
는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

단함.51)

∙ 의 논리를 그대로 적Bingler v. Johnson Case

용할 경우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여야 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고율
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정책적 규제 목적
이외에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이익에 대해서 증여의

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적

합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최소침해원칙에, ,

위배될 수 있음.

- 중립성과 탄력성 측면에서 볼 때 규제 수단으

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52)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방식은3.
합리적인가?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이익을 대상으로 정상거래비율과 허용되는 지분
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을 채,
택하게 된 이유와 합리성에 대한 설명 및 근거가
부족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은 ①
세후 영업 이익을 대상으로 시행령을 통하, ②
여 규정된 정상거래비율 을 설정하고(30%) , ③
다시 정상거래비율의 를 허용되는 거래 범1/2

위로 보고 별도의 허용되는 지분율을 적용하

여 계산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분을 증여, ④
의제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의 계

산방식은 거래비율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세법상의 일반적 계산원칙에 위배됨.

∙ 세법상 이익의 일반적인 계산방식은 가격을‘ ’

이익 계산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에서도 일반적인 계산방식으32

로 가격 기준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53)

∙ 외국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가격에 따른 거래

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또는 증여 이익을

계산함.

- 정상거래비율로 을 활용하는 점에 대30% Rule

한 합리적인 설명과 근거가 부족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식

은 정상거래비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30% Rule ,

비율을 다시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으로1/2

구성되어 있음.

∙ 은 정상가격 범위를 정하는 계산원30% Rule

칙이므로 정상거래의 규모를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원칙이 활용되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54)

□ 만약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증여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상
이전된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
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된 이익만,
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55)

51) 증여가 되는 일반적인 에서는 용역 의 제공에 따른 보상 을 제외하기 때문에‘ Scholarship’ (Service) (amounts received as compensation for services performed) ,
는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함Scholarship grant .; Bingler v. Johnson, 394 U.S. 741, 752-753(1969)

5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조항이 지속적으로 법조항 문언이 바뀌고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 .
기 거래의 증여의제 역시 그러한 변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구해동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조세법연구 제 집 제 호 한국세법학회 을 참조, “ ”, 14 2 , , 2008 .『 』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 계산원칙에 따르게 되면 자산 또는 용역의 대가와 시가 간의 차이를 증여 이익으로 계산하게 됨, .
54) 김광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보고서 면 및 송대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앞의 보고서 면 참조 본 보고서와 같이 이에 대해서( ), , 24 ( ), , 5 .

비판하는 견해가 있음 정지선 허원 앞의 논문 면 문상원 권형기 앞의 논문 면. ( , , 149-150 .; , , 8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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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무상으로 이전된 이익

만을 분리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이 타당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무상으

로 이전된 이익만을 분리 산정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함.

∙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법인의 독립적인 경영 성과 및 노력)ⅰ
에 따라 주식 가치에 반영된 이익과 시장)ⅱ
환경 등 조건에 따라 주식 가치에 반영된 이

익,56)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한)ⅲ
규모의 경제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위에서 과 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ⅰ ⅱ
부터 무상으로 이전되어 온 이익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며 무상으,

로 이전되어 왔다고 보는 규모의 경제적 이익과

분리하여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분리 산정하는, ･
계산방식은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함.

- 위와 같이 의 이익을 수증익이라고 보더라)ⅲ
도 소득 부분과 증여로 이전된 이익이 혼재되,

어 그 성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 체

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57)

- 특히 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가격에 따른 거)ⅲ
래의 부수적 효과이므로,58) 증여 이익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 과세 조항의 입법 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사건 두(2012 12006
판결)59)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조항
적용을 부정한 바 있음.

- 해당 사안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규제

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

산부인 조항 법인세법 제 조 을 적용하여 법인( 52 ) ,

세를 추가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 고가 매수 등 시가에 따른 산정 원칙을 위배

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본 사안임.60)

□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의제 과세와 과세논리상 유사
한 측면이 있는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와 주주에 대‘
한 증여세 과세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증여’ ,
세과세를인정하는 입장과 증여세 과세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음.61)

- 흑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주식 또는 부동(

산 을 증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

리에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

∙ 법원은 이미 주식 또는 부동산 의 증여분) ( )ⅰ
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법인에, )ⅱ
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로 인하여 변동,

한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증여 이후 주식 가치 변동액에, )ⅲ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 예시 조

55) 문상원 권형기 위의 논문 면, , 88 .･
56) 이는 영업 이익이 단순히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에 의해서만 증감되는 성과가 아니고 시장 상황 등 제반 사정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임 조경엽 김현, .; ･

종 황상현 년도 세제개편 평가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면 참조, “2011 ”, 2011-06, , 2011, 43-45 .『 』･
57) 이러한 내용은 증여예시 유형 중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다만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른 증여 이익을 증여세로 포. ,

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전환사채를 증여받은 후에 생기는 이익이 증여와의 불가분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과세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두는,
것은 단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있음 이창희 앞의 책 면 참조. ( , , 1120~1123 .)

58)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과세논리가 구성되어 대립되고 있는 흑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산 증여와 주주에 대한 증여, “
세 과세 사례에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는 원고 측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내용이기도 함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 2012.11.15. , 2011

판결44532 .
59) 대법원 선고 두 판결2012.10.25. , 2012 12006 .
60)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사안의 진행과 주요 내용은 박성진 선은정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현대모비스 적용사례, “ -”,･ –

세무학연구 제 권 제 호 한국세무학회 참조28 4 , , 2011 .『 』
61)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증여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므로 해당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 15 11 , .

해당 사례들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이익에 대해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동법 제 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의 예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41 ( ), 42 ( ) ㆍ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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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 취지와 합리적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음.62)

∙ 특히 흑자법인에 대해 주식을 증여한 사례의

경우 법원은 해당 주식의 증여에 따라서 법,

인의 지배권의 상당한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도 고려하였음.63)

- 흑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 주식을 증

여한 또 다른 사안의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다

음과 같은 논리에서 위의 내용과 상반된 결론

을 내리고 있음.

∙ 법원은 수증자라고 보는 주주에게 이익이 귀)ⅰ
속되어 환가가 가능하다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

며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주식 가, )ⅱ
치가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음.64)

∙ 다만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인,

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주식 증여라는‘ ’

과세 사건 을 중심으로 주주가 보(Tax event)

유한 주식의 가격 변동폭을 계산하고자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의 일반적 계산원칙에서는 벗

어나지 않고 있음.65)

∙ 이 사안에서도 흑자법인에 대해 주식을 증여

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의 지배관계가 상당부

분 변동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

를 인정하고 있음.66)

□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의제 개념을 활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은 세수입 규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를 복
잡하게 구성하여 납세순응비용을 높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선택이라 생각됨.67)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4.
고려의 필요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에서는 법률 조항의45 3
내용과 달리 정당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인 비율만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의 에서는 그 법45 3 “…
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는 문언을 통하여 정상거래비율에 경”

제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반영할 여지를 두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를 정상30%

거래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면 오히려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업종별로 별도의 정상거래비율을 규정하지 않

거나 경제적으로 정당한 거래 이유에 대한 입

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당한 과세,

가 이루어질 수 있음.68)

∙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의 경우 해당 조항이 규,

제 수단임을 고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

고 있음.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특

수관계법인만이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기술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

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62)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흑자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2012.11.15. , 2011 44532 ( ) ;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흑자법인에 대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고 본 사례2012. 8.17. , 2012 4760 ( ).

63)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2012.11.15. , 2011 44532 .
64)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2012. 8.17. , 2011 42543 .
65)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2012. 8.17. , 2011 42543 .
66) 서울행정법원 선고 구합 판결2012. 8.17. , 2011 42543 .
67) 대 기업집단에 대해 년도를 기준으로 년도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면 총액은 약 억에 불과하며 현대자동차와 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집단의5 2010 2012 , 556 , SK

과세금액도 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음 민병두민주당 국회의원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을 위한 대입법 발의 표 및 표 내용을20 ; ( ), “< > ‘4 ’ ” 1 2
발췌하여 인용함 민병두 의원 블로그 방문 확인( , http://bdmin.net/100160598402 / 2013. 1.19. )

68) 유재권 앞의 논문 면 참조, , 246~247 .



14 KERI Insight 13-03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임.69)70)

- 공정거래법상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

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입법 취지

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취지를 고려하

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의

논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71)

개선방안.Ⅴ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폐지하고 법,
인세 소득세 과세 체계에 따라 법인세 배당소득세,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하여야 함.

-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이익에 대해서 증여의

제를 통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규제 수단으로 증여세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

며 조세를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

하여야 함.

-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주주에 대한 과세는 보,

유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하는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

는 것이 합리적임.72)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반

적 계산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세제의 기본,

적 과세 논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일반 주주들과 달리 대주주의 경우에만 주,
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부
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식 양도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보다 높은 세

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하

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주주에게 별도로 증여

의제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음.

∙ 일반 주주들과는 달리 대주주만이 비상장법인

과 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 차익 모두에 대해

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를 부과할 필요는 없음.

69) 문상원 권형기 앞의 논문 면, , 90~91 .･
70)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규제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조세는 일반적인 규제 수단보다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규제를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것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구해동 앞의 논문 면 참조.; , , 226~237 .

71)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문상원 권형기 위의 논문 면 참조2011. 3.10. , 2010 9976 .; , , 91~92 .･
72)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식에 포함되는 미실현이익이 언제 과세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서 매년 과세를 하여,

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백운찬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도입배경 및 주요쟁점 검토 제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 “ ”, BFL 57 , , 2013,『 』
면 즉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이연 문제 때문에 소득세81~82 ) .

가 부과되어야 하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자 증여세를 이용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 규모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되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 ,
면 년 간 발생한 주식의 시가변동차익 또는 주식평가차익을 간주 양도분수혜법인의 주주가 가상으로 시장 가격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했다가 다시 산 것1 (
과 같이 보는 것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
다만 해당 방안의 경우에도 역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거래가 없어서 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평가차익 계산의 객관성 공정성 및 합리성 문제 동일, , , ,
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과 논란 등이 예상된다 해당 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관련 조항 입법 전에 제시한 과세 방안 중. 1
안의 변형시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과세방안 안의 내용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매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었다, (1 ) .
한상국 특수관계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면 참조( , “ ”, , 2011. 8.,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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