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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윤세 탈세 동기를 갖는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 선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분석방법과 함의를 제시한다. 즉,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
획에 따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탈세적발 확률을 내생적으로 정의하여 수차례 시행되는
탈세조사가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탈세적발 확률이 증대하는 상황을 고려하였
다. 이러한 설정은 조세당국의 조사 체계가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
실적인 가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윤세가 부과되는 경우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의 중립성에 대한 함의가 은닉비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또한 이러한 내생적 탈세적발 확률 모형에서는 독점기업에 부과된 이윤세율이 높
을수록 독점기업이 고려하는 탈세의 크기 및 생산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비교정태 분
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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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Allingham and Sandmo(1972)의 소득세 탈세 모형의 출간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관련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독점기업에 이윤세(profit
taxes)가 부과되는 경우 탈세동기를 갖는 독점기업의 생산량 선택이 탈세와 관련
없이 중립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련의 상충되는 논의들이 출간되었다. 특히
Kreutzer and Lee(1986, 1988), Lee(1998), Lee(2006), Wang(1990), Wa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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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t(1988), Wu and Yang(2011) 및 Yaniv(1995, 1996) 등은 독점기업들의 생
산수준 선택과 이윤세의 탈세 문제를 재조명하였다.1) 즉, 이윤세가 부과되더라도
탈세를 고려하는 독점기업의 생산수준 결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적 통념과는 다른 주장이 Kreutzer and Lee(1986)로부터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이다. 특히 이윤세의 부과가 독점기업의 산출량 증대로 이어진
다면 독점시장 결과에 따른 분배적 비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함의가 추론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Kreutzer and Lee(1986, 1988)는 이윤
세가 부과된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비용을 증가시켜 납부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고려하면 생산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Wang and Conant(1988)는 Kreutzer and Lee(1986)의 주장이 조
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과 탈세에 따른 처벌(벌금)이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 독점
기업이 탈세를 위하여 총비용을 과대 보고함으로써 감소된 조세부담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한계적 편익과 생산증대에 따른 한계적 손실이 동일해질 때까지 생
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와는 달리 Wang and
Conant(1988)는 Becker(1968) 및 Allingham and Sandmo(1972)가 제시한 전형적
인 기대효용 분석모형에 따라 탈세가 포착될 확률을 고려하고 독점기업의 최적
탈세 크기가 세후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정되는 생산량 수준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
른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Kreutzer and Lee(1988)도 기대효용 모형의 구
조 안에서 자신들의 1986년 분석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Wang and Conant(1988)
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고 독점기
업이 최적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정한 분석모형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독점기업이 탈세를 위하여 총비용을 과대 보고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자신들의 종전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의 논의들은 탈세적발 확률의 내생적 결정을 위한 현실적 가정을 고려하
면서 독점기업의 탈세 문제 설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예를 들어, Wang(1990)
은 탈세적발 확률과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이 독점기업에 의해 과대 보고된 총
비용액 자체의 증가함수로 가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탈세적발이 내생적으로 결정
1) 이들 논의들은 모두 독점기업이 총생산비용을 실제 지불된 크기보다 높게 보고함으로써 이
윤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방식의 이윤세 탈세를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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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는 Kreutzer and Lee(1986, 1988)와 유사한 함의가 설명될 수 있었다.
그러나 Yaniv(1996)는 기업의 유형 및 부과된 조세의 형태와 관련 없이 기업의
최적 선택은 언제나 중립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Yaniv(1995)에 따라 Wang(1990)
의 분석모형에서도 이윤세의 중립성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경우 Yaniv
(1996)는 탈세적발 확률이 과대 보고된 총비용액 또는 과대보고로 감소된 이윤총
액의 함수로 가정되는가에 상관없이 생산량 결정이 이윤세 부과와 무관함을 설
명하였다. Yaniv(1996)가 이전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일반화된 분석모형을 제시
하면서 이윤세의 중립성을 다시 강조하였지만 Lee(1998)는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이 현실적으로 독점기업이 보고한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Lee(2006)
는 외생적 탈세적발 확률 하에서 독점기업이 전략적으로 최적선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Wu and Yang(2011)은 외생적 탈세적발 확률 하에서도 독점기업의 목적
함수가 이윤극대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윤의 과소 보고액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윤세의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을 각각 제시하면서 논쟁이 계속되
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상이한 견해는 이들이 고려하는 상이한 가정으로
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탈세적발 확률의 내생성에 대한 논
리적인 가정을 어떻게 고려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진화 추세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정 및 그 도출과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윤세 중립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는 탈세적발 확률이 독점의 탈세를 최소화하려는 조세당국
의 노력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특별히 탈세입증을 위한 조세당국의 탈세조사가 일
정 기간 동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적 현
상임을 고려해 볼 때 조사 시행이 반복될수록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기대될 수
있다.2) 이에 따라 탈세적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탈
세포착 확률이 조세당국의 탈세입증 조사 시행 정도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조세당국이 탈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는
2) 여기서 탈세입증을 위한 조세당국의 사전 탈세조사와 세무조사는 구분되어야 한다. 세무조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명시된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따
라 한 차례만 시행되지만, 본문에서 언급된 탈세조사(모니터링)는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정식으로 시행하기 전에 탈세입증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수차례 시행될
수 있는 사전 모니터링 활동으로 구별하여 본문에서 서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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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탈세조사 시행계획(optimal tax evasion monitoring schedules)에 따라 탈세
적발 확률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독점기업이 결정하는 탈세의 크기 및 생
산량 수준의 함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세적발 확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당국의 효율
적인 탈세조사(모니터링) 계획이 도출되는 과정을 Keller(1974)의 연구에 따라 제
시하였다. 즉, 조세당국이 효율적인 탈세조사를 위하여 계획하는 적정 모니터링은
단위 기간 동안의 최적 탈세조사가 독점기업의 탈세액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점검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비용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모니터
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 반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서
탈세조사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는 한 차례의
탈세조사가 완벽하게 기업의 탈세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
단에서 조사 시스템의 실패가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적 탈세조사 계획을 도출하였다. 적정 탈세조사 계획과 관련된 이와 같은 현실
적인 고려는 본 연구에서 기업이 탈세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은닉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조세당국의 탈세조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수차례 시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도출된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에
따라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탈세적발 확률이 내생적으로 정의되고 이에 따라 독
점기업의 최적 탈세 선택에 따라 수반되는 함의가 설명된다. 본 연구는 탈세적발
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Wang(1990), Yaniv(1996) 및 Lee(1998)의
연구 방향을 따르고 있으나, 그 내생성이 조세당국의 탈세조사 계획에 따라 세무
조사의 강도가 결정되고 이는 탈세적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비롯된
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모형의 설계로부터 이윤세 중립성 여부가 탈세에 따른 은닉비용의 고
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과 이윤세 탈세의 크기는 조세당국의 엄격한 정
책시행에 반비례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절에서는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
획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탈세적발 확률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기대
이윤, 최적 생산량 및 탈세 크기 결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은닉비용 가정과 더불
어 소개된다. 제Ⅲ절에서는 독점기업의 최적 선택이 조세당국이 고려하는 정책변
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정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제Ⅳ절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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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 모형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독점기업과 조세당국의 의사결정 과정
을 논의한다. 즉, 기본 모형은 1단계에서 독점기업이 생산량과 탈세 크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2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독점기업의 탈세행위 입증을 위한 적정 모
니터링 계획을 선택하는 2단계 과정으로 구성되고 역진적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1. 조세당국의 탈세조사와 내생적 탈세적발 확률

본 모형에서는 Keller(1974)의 적정 점검 스케줄 모형을 응용하여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이 내생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독점기업의 최적 탈세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조세당국이 임의의 단위 기간 동안 독점기업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탈세조사를 몇 차례 시행함으로
써 기업이 직면하는 탈세적발 확률은 당국의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러한 주장은 당국의 세무조사가 항상 완벽하게 탈세 사실을 적발하
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모니터링 횟수의 증가가 당국의 탈
세적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의 탈세
적발 노력이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단위 기간 동안 탈세 입증을 위한 모니터링
이 수차례 시행되는 가운데 특정 시점에서의 조사시점으로부터 탈세가 적발된
모니터링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탈세 사실이 적발되지 못한다. 이러한 모니
터링 시점 사이의 기간을 라고 정의하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강도를 높이는 모니터링 스케줄은 단위 시간 동안 단일분포를 가진다
고 가정한다. 탈세 여부 입증을 위한 조세당국의 모니터링 활동이 단위 기간 동
안에 번 시행된다고 고려하면 조세당국의 모니터링 스케줄에 대한 확률밀도함
수는 가 될 것이다. 아울러 조세당국이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을 적발하는 순
간의 시점을 라고 하고 모니터링 스케줄에 대한 분포함수를 고려하여 기간 
에 대한 평균시간을 계산하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탈세가 적발되지
못하는 시점 간의 기간 는 조세당국의 조세수입 손실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 조세당국이 탈세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간과 이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평균적인 조세수입 손실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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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이와 아울러 조세당국이 탈세 사실을 완벽하게 적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횟
수를 늘린다면 이는 시행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용의 크기
는 당연히 단위 기간에 시행되는 탈세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횟수에 의존하게
된다. 조세당국의 1회 모니터링마다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특정 시
점  까지 발생하는 총비용은     이다. 그러므로 조세당국의 탈세입증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기대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

  


(2)





따라서 적정 모니터링 횟수는 이러한 조세당국의 탈세적발을 위한 조사 체계
가 완벽하지 못하여 모니터링 체계(monitoring system)가 무작위로 실패할 가능
성과 함께 조세당국이 고려하는 기대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고
려되기 위하여 조세당국이 탈세 포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만 이에 따라 탈세조사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모형 안에서
확률분포 로 나타내어 보자. 이 경우 특정 시점 까지 조세당국의 탈세포착
점검 체계가 무작위로 실패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세당국의 목적함수인 총
기대비용은 다음과 같다;


      .
  
    







(3)





이러한 조세당국의 문제를 동태최적화 문제로 나타내기 위하여   를
 로 정의해 보자. 이에 따라 ′    임을 이용하면 조세당국이 직면하는
동태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 본 논의에서 언급되는 단위 기간은 1년 또는 한 달과 같은 정규화된 임의의 시간을 의미하
므로 단위 기간에서 당국의 모니터링 횟수는 이 임의의 기간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
로  로 표시한다. 따라서 조세당국의 모니터링 횟수와 조세수입 손실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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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제약 없음.
min   



위의 동태최적화 문제의 제약조건 가운데 조세당국의 모니터링 체계가 성공적
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마지막 시점(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약이 없는 경
우이다. 오일러 정리를 통하여 위의 동태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치함


   로 정의하면 그 편미분 결과는    ,
수를    ′    

′ 
  ′
   가 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오일러 방정식     이 도출된
′ 
  ′
 에 대
다. 이와 아울러 위 편미분 결과들을 횡단조건    
′  
  ′
  이 도출될 수 있다.4)
체하고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면 다시 식   
′
아울러     로 정의하면 위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
   

′ 

.

(4)

이와 함께 특정 시점   에서 횡단조건이    이 되고     이므로 궁
극적으로    을 의미한다. 또한 위 정의에서  ′   이므로 이러한 횡단조건들
과 함께 식 (4)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어 정리하면 아래 식 (5)로 나타낼 수 있
다;
     
 ′  
   


    
  

.

(5)

따라서 식 (5)에 따라 비용최소화를 달성하려는 조세당국의 최적 모니터링 횟
수 를 도출하기 위하여   라고 정의해 보자. 여기서  는 조세당국이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조세당국의 시간당 조세수
입손실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탈세를 적발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
세당국의 세수손실은 비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
4) 여기서 은 확률밀도함수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는 적분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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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아래 독점기업이 직면한 문제에서 다시 설명된다. 따라서 최적 모니터링 계
획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6)


   


 
 

여기서    이다. 그러므로 식 (6)으로 표현된 조세당국의 최적 모니터링
계획은 한계감시비용에 대해 감소함수이면서 세수손실의 한계적 변화에 대하
여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적 모니터링 계획은 조세당국의 탈세조사
체계가 탈세적발에 성공적이지 못할 확률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률(hazard rate,
  
  )에 대해서도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5)
[요약 1] 식 (6)이 탈세 때문에 생기는 세수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세당국에게
제시하는 함의는 세수손실이 한계적으로 커지거나 당국의 탈세포착을 위한 모니
터링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증가하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늘리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 점검 모니터링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2. 독점기업의 탈세 선택과 생산량 결정

Kreutzer and Lee(1986, 1988), Wang(1990) 및 Yaniv(1996) 등의 연구에서 제
시하는 모형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독점기업이 총비용을 크게 과장되게 보고함
으로써 납부하려는 이윤세 부담의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전
개한다.6) 이윤세를 탈세하려는 독점기업의 이윤 은 다음과 같다;



5) 이 경우 위험률은  ln 이며 단위 기간 동안 수차례의 탈세 점검이 이루어지는 가
운데 탈세 점검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적발되지 못하는 점검 체계의 실패확률로 해석될 수
있다.
6) 물론 총수입을 적게 보고함으로써 이윤세의 크기를 축소하는 방법도 독점기업은 고려할 수
있다.

황욱․황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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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는 비례이윤세율을, 는 생산량이 단위일 경우 독점기업의 총수
입,  는 총비용을 각각 의미한다.7) 그리고    은 독점기업이 이윤 축소를
위하여 조세당국에 총비용을 과장되게 보고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조세
당국의 세수손실은   가 된다. 따라서 위 식 (6)에서 제시된 조세당국
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8)



본 모형에서는 과세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탈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독점기업
의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해서만 탈세행위를 입증하고 독점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모형에서 고려한다는 점에
서 식 (8)에 나타난 과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9)

여기서  는 탈세를 선택한 독점기업이 조세당국의 세무조사에 포착되는 확률
을, 그리고  은 탈세 사실이 조세당국의 세무조사에 포착되지 않아서 독점기업
이 탈세에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윤수준을, 또한  는 탈세 사실이 조세당
국에 의하여 포착되어 독점기업이 부당 탈세이윤에 대하여 조세도 납부하고 탈
세에 대한 벌금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의 이윤수준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다음
은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에서 고려되는 각각의 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7) 여기서 독점기업의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   은 우하향하며 총수입   과
총비용 은 생산량의 함수로서 총비용은 볼록성 가정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독점기업의 한계이윤은    ≤ 을 만족하고 이에 따라 이계도함수조건
   ≤  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8) 최적 세무조사 계획은 조세당국이 결정하는 이윤세율 과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탈세 크기
 와 생산량  의 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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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기업이 직면한 탈세포착 확률

독점기업의 문제를 설명하는 식 (9)에 나타난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 는
다음과 같이 확률함수로서 양의 실수 값을 지닌 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
률  에 대응시킨다고 가정한다;
   →     ∈     

여기서,

  
     
    

.

.

(10)

즉, 탈세적발 확률이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횟수의 전사(mapping)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기업이 탈세를 하고 이에 따라 조세당국이 탈세조
사를 시행하는 경우, 1회 시행에 따라 탈세 사실이 적발될 확률은 0.5가 되고 시
행 횟수를 증가시키면서 점차 적발확률은 거의 1에 점근하여 확실하게 탈세 사
실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이는 탈세조사가 수차례 시행되면 조
세당국은 탈세를 은닉하려는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에 대하여 학습효과(learning
effects) 및 탈세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탈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현실적인 고려에서 가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식
(10)이 제시하는 탈세적발 확률의 변화에 대한 함의는 다음의 간략한 계산에서도
알 수 있다;



 

 
  


 
   


  





lim 


→ ∞

.

즉, 탈세포착 확률은 조세당국의 독점기업에 대한 탈세조사 활동이 증가할수
록 점차 커지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점차 감소한다.
(1) 탈세에 따른 은닉비용이 없는 경우

독점기업의 탈세에 따른 은닉비용(concealment cost)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
독점기업의 탈세가 생산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자.
9) 물론 조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탈세적발 확률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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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의 이윤수준 


            

.

■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의 이윤수준 


       

.

여기서 파라미터  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탈세액 1원당 벌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식 (9)에 나타낸 독점기업의 기대이윤 극대화 문제는
아래와 같이 다시 써 볼 수 있다;
  
max                  
    





  
             


    

위 식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max                
    





(11)

이제 독점기업이 위 식 (11)에 나타난 기대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선택
하는 최적 탈세 정도와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보자. 우선, 독점기업의 선택
문제가 식 (11)의 형태로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독점기업은 식 (8)로 표현된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에 대하여 완
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자신이 선택하는 최적 탈세규모가
조세당국의 탈세적발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완벽히 인지하고 있다.
② 독점기업의 최적탈세 문제는 탈세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후 기대
이윤의 크기가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독점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
수준에 가깝도록 탈세규모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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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문제의 결과로부터 이윤세를 탈세하려는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은 탈세동기가 없는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량 수
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Kreutzer and
Lee(1986, 1988), Wang(1990), Lee(1998) 그리고 Lee(2006) 등은 탈세동기가 있는
독점기업의 생산량 수준이 탈세동기가 없는 독점기업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
라고 주장한 반면, Wang and Conant(1988) 및 Yaniv(1996)는 탈세동기가 있는
경우라도 생산량 수준은 없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생산량 수준의 결정
은 탈세동기와 무관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립되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는 차별적으로 탈세적발 확률이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에 따라 내생적
으로 주어진 경우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독점기업의 생산량 수준 결
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정리 1] 이윤에 과세된 조세부담을 탈세하는 독점기업의 생산수준은 조세당국
의 탈세조사가 임의의 단위 기간 동안 몇 차례 시행됨으로써 내생적으로 결정되
는 탈세적발 확률 하에서도 탈세은닉비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탈세동기와 무관
하게 중립적으로 결정된다.
증명)
① 독점기업이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탈세의 크기는 일계도함수조건,
     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를 나타낸다. 위 식을 정리해 보면,
0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

한편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 또한 일계도함수조건,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12)


  

에

황욱․황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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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위 식을 정리하면        

′







′



′



′



다.10) 그런데 이 식의 두 번째 항의 분자 괄호 식을 위 식 (12)와 비교해 보면,

으로 정리된다. 이를 식 (6)의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괄호 안의 두 식이 모두 동일하여 0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는      이며    
이어서
  또한    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일계도함수 조건은
다름 아닌    가 되어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탈세 여부 및 이윤세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독점기업은 조세
당국의 탈세조사 계획 식 (8)에 따라서 탈세적발 확률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탈세 관련 은닉비용이 고려되지 않는 관계로 이 경우 독점기
업의 최적 탈세 크기 선택은 조세당국의 탈세조사가 무력화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의 탈세조사와 이에 따른 탈세적발 확률
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수준은 이윤세가 부
과되지 않는 경우 누릴 수 있는 최대이윤 하에서의 생산량 수준과 동일하게 결
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모형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함의를 지닌 분
석 결과는 Wang and Conant(1988) 및 Yaniv(1996)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시각
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

′





′



′

′

(2) 탈세에 따른 은닉비용이 고려되는 경우

Virmani(1989),

Cremer and Gahvari(1993) 및 Baumann and Friehe(2013)의
연구에 따라 독점기업의 탈세에 따른 은닉비용(concealment cost)이 고려되는 경
우 독점기업의 탈세가 생산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자.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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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기업의 탈세 사실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의 이윤수준 


              

.

여기서 파라미터 는 원을 탈세하는데 필요한 화폐단위당 은닉비용으로
볼 수 있다. Baumann and Friehe(2013)의 논의에 따라  는  의 증가함수로 가
정한다.11)
■ 독점기업이 탈세 사실이 포착되는 경우의 이윤수준
       

.

그러므로 은닉비용이 고려된 경우 독점기업의 기대이윤 극대화 문제는 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위 식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max                 
    



(13)

따라서 독점기업이 위 식 (13)에 나타난 기대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선
택하는 최적 탈세 정도와 생산량 수준에 대한 일계도함수 조건을 고려해
보면서 탈세를 위한 은닉비용이 필요한 경우 독점기업의 산출량 수준에 어떤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논의해 보자.
11) 즉,

  
  

이며 



    

성질을 지닌 강볼록 함수로 정의한다. 또한   이면

황욱․황석준

19

[정리 2] 이윤에 과세된 조세부담을 탈세하는 독점기업의 생산수준 결정이 탈
세은닉비용과 함께 고려된다면, 조세당국의 탈세조사가 임의의 단위 기간 동안
몇 차례 시행됨으로써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탈세적발 확률 하에서는 생산량 결
정이 탈세동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독점이 선택하는
생산량 수준과 상이하게 된다.
증명)
① 독점기업의 최적 탈세의 크기는 일계도함수조건,  
정된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있다;



  



  

에 따라 결


   .
    

  

를 나타낸다. 위 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

(14)

다음으로 독점기업의 최적 생산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량에 관한
일계도함수 조건,      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②



   ′   ′               






         ′   


위 식은 양변에 산출량 를 곱해 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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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4)를 참고하여 위 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   ′                 
 






                     ′    





최종적으로 위 식은 다음과 같다;
(15)




   ′   ′       ′       ′      
    

그런데 식 (15)의 마지막 항에 나타난    를 고려해 보자. 이는




     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임을 이용하면    이어






서  
    는       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므로 결국 괄호



안의 
 는 1이 되어 괄호 값은 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15)는 최종적으

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16)

여기서    및    을 가정하였으므로 마지막 항,    는 양의 부호
를 갖는다. 따라서 최종 일계도함수 조건 (16)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에 관한 함의는 앞서 논의된 은닉비용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이 경우에는    을 의미하므로 독점기업의 최적 산출량은 은닉비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큰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독점기업이 식 (8)에 표현된 조세당국의 탈세조사 계획에 대한 완
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여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거둘
수 있는 최대이윤 하에서의 생산량 수준이 자신의 최적 선택이 되는 것을 고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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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분석모형에서는 독점기업이 탈세를 선택하면
이를 은닉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탈세 1
원당 추가적인 은닉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므로 독점기업의 생산량 선택은 이윤세
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이 함의는 선행연구 가운데 Kreutzer and Lee(1986, 1988), Lee(1998),
Lee(2006) 및 Wang(1990)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 절에서는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이윤세 탈세의 정도 및 생산량 결정
 이 조세당국의 이윤세율 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음 비교정태 분
석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Ⅲ. 비교정태 분석
본 절에서는 조세당국의 정책적 변수(   )들이 독점기업의 선택변수(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비교정태 분석은 독점기업이 은닉비용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살펴본다. 우선 대부분의 함수관계가 암묵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교정태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두 가지 현실
적인 가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우선 식 (13)에 소개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목적함수를      라
하고 이를 독점기업의 선택변수들에 대하여 1계도함수 조건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12)



     ′   ′      ′   13)

위에서 나열된 2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목적하는 비
교정태 분석을 시행해 보자. 이를 위하여 우선 연립방정식 체계의 음함수 정리를
통하여 조세당국의 각 정책적 변수가 어떻게 독점기업의 선택변수에 영향을 미
12) 여기서,   
13)  는   을 이용하여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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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지에 대한 함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선택하는 생산량 및 탈세의 크기에 어떤
알아보자;

우선 이윤세율 의 변화가 독점기업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계산을 통하여

      

(17)

      

또한 조세당국이 설정하는 탈세액에 대한 벌금  의 변화가 독점기업이 선택
하는 생산량 및 탈세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계산을 통하여 알아
보자;
       

(18)

       

위 식 (17) 및 식 (18)에서 
같다;





이며 부호가 구분되는 편미분 값은 다음과



            

         ′  
   ′   ′  



       

또한 위 식 (17) 및 (18)에서 부호가 확실하지 않는 편미분 값은 다음과 같다;
     ′′   ′′      ′′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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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호가 불확실한 두 미분 값에 대하여 ①    그리고 ②   
으로 가정한 경우들을 한정해서 비교정태 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②의 경우는 벌금  가
매우 크다면, 즉,         인 경우에는  는 양의 부호를 갖겠
지만 이 경우는 명확한 비교정태 분석의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고 또한 벌금의
크기에 있어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의 크기가
           에 존재하는 좀 더 현실적인 경우에는 조건 ②가
만족되어 아래 [요약 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요약 2] ①    그리고 ②    가정 하에서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
산량 수준 및 탈세의 크기는 조세당국의 이윤세율 및 탈세액에 대한 벌
금의 변화에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설명)
조세당국이 이윤세율을 높이는 경우  의 변화를 고려해 보자. 우선 설정
된 모형을 고려해 보면, 이윤세율이 증가하는 경우 조세당국의 탈세조사 빈도가
높아져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므로 이는 곧 독점기업의 탈세가 확인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탈세 사실이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
는 경우 독점은 탈세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함의를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탈세가 적발될 확률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에는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 이는 주어진 탈세적발 확률 하에 조
세당국이 이윤세율을 높이더라도 독점기업이 탈세적발 가능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지한다면 높아진 세율로 인한 이윤의 감소 때문에 탈세 크기를 증
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윤세율이 한계적으로 높아지면 독점기업의 생
산에 따른 이윤의 크기는 감소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윤의 감소로 인하여 독점기
업의 탈세동기가 높아지지만 이는 동시에 은닉비용을 포함하는 한계비용의 증가
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은 생산량 감소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    가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탈세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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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금          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이윤세율을 높
이는 경우와는 달리 독점기업의 최적 판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탈세의 크기와 이에 따른 산출량 수준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
막 두 결과에 대한 함의로 해석될 수 있다.






Ⅳ. 결론
독점기업에 이윤세가 부과되더라도 탈세동기가 있는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종래의 추론을 반박하는 주장과 이를 다시
재반박하는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윤세의 중립성 조건이 성립하지 않
는 경우 독점기업의 생산량 수준은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분석모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함의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결과
가 어떤 현실 설명력이 있는 가정을 바탕으로 분석모형 설정(model specification)
을 하는가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의 가정 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탈세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력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이윤세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당국의 최적 탈세조사 계획에 따라 독점기업
이 직면하는 탈세적발 확률을 내생적으로 정의하고 독점기업의 최적 탈세 선택
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결과들을 설명하였다. 즉, 조세당국의 탈세조사가 항상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정을 고려하여 조사 체계의 ‘무작위적인
실패’(random failure) 가능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탈세조사가 수차례 시행되면
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탈세적발 확률이 증가하는 내생적 탈
세적발 확률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윤세 탈세동기를 가지면서 세후
기대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기업의 생산량 수준 결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탈세 관련 은닉비용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이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선택하는 생산량 수준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또
는 상이할 수 있음을 동일한 모형 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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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탈세적발 확률모형에서는 독점기업에 부과된 이윤세율 및 탈세적발에 따른
벌금수준이 높을수록 독점기업이 고려하는 탈세의 크기와 생산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비교정태 분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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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an analytical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s regards the optimal decision level of production of a
monopolistic firm that is motivated to evade profit tax. That is, if the
probability of tax evasion being discovered, an increasing function of the
optimum monitoring schedules of tax authorities, is endogenously defined, tax
evasion is more likely discovered with the repeated conducts of monitoring.
The model shows that neutrality of production decision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concealment costs exist. In addition, this endogenous probability
model of tax evasion being discovered explains using a comparative static
analysis that the higher is the profit tax imposed on a monopolistic firm, the
more will the tax evasion scale and production level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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