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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새로운 여론 통제 수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 종 학 



대구고 트로이카 국세청 장악(2015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 대구고 15회 

임환수 국세청장 
- 대구고 20회 

임경구 조사4국장 
- 대구고 20회 

정치 국세청 

(2014.07.16 취임) 

(2014.08.21 취임) (2014.08.28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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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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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억원) 

조사4국 법인 세무조사 실적 

구분 조사건수 증가율 부과세액 증가율 

2011년 75      11,300 

2012년 79 5.3% 7,221 -36.1% 

2013년 98 24.1% 14,278 97.7% 

2014년 97 -1.0% 14,369 0.6% 

※ 출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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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교차조사 배정 현황  

※ 출처 : 국세청 

연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조사4국 

2011 30 12 4 9 2 1 2 4 

2012 27 11 4 7 1 3 2 3 

2013 32 11 6 6 4 3 3 5 

2014 26 13 5 7 2 1 1 2 

2015 
상반기 

31 16 8 7 3 1 2 2 

(단위 :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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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 일시보관 건수 

연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기타  
세무조사  

건수 
총건수 일시보관 건수 비율 

2013 98 20건 이내 118 108 90% 이상 

2014 97 20건 이내 117 101 86% 이상 

(단위 : 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  

※ 출처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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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 조사기간 (법인) 

연도 
국세청  

평균 조사기간 
조사4국 

평균 조사기간 

2013 36.4 69 

2014 36.2 79 

(단위 : 일) 

2배 조사4국 국세청 전체 조사기간의  



유례없는 고강도 세무조사 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비정기조사 

장부 일시보관 

조사4국 교차조사 

최장의 세무조사 기간 137일 

7년간 세무조사 3번 (0.06%) 

8 



박근혜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포털보고서 공개 
(2015.09.04) 
 

 김무성 “네이버-다음의 뉴스 왜곡, 정말 심각” 
(2015.09.04)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정보 파급 위험”에 새누리 ‘포털 맹비난’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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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처리사무규정(2015.7 개정)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

가 관할을 달리 하는 경우 

 

 일정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
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자, 특수관계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관할 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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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세무조사 기간 

2015.06.16 세무조사 시작, 2015.10.30 종료 

137 일의 세무조사 기간 

법인 평균 조사기간 36.2일의            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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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7년간 3번 세무조사 

다음 
세무조사 (2008)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2014)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2015) 

2008  
광우병 사태 
정부비난여론 급등 

2013  
모범납세자상 표창 
(세무조사 2년 유예) 

2014  
세월호 사태 
정부비난여론 급등 

2015  
메르스 사태 
정부비난여론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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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횟수 

※ 출처 : 국세청 

구 분 합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조사법인수 

(비율) 

28,662 

(100) 

26,262 

(91.62) 

2,383 

(8.32) 
없음 

(단위 : 건, %) 

2.3배 
17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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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횟수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횟수 카카오톡 사찰 논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모독발언 

도 넘어” 

2014.09.16 

2014.09.18 
검찰,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 

이석우 전 대표 
“카카오톡은 검열받

지 않는다” 

2014.10.01 

2014.10.07 
김인성 전 교수, 

국정원의 카카오톡 
감청 사실 공개 

이석우 전 대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2014.10.16 

2014.12.10 
이석우 전 대표, 

‘아청법’ 위반으로 
소환 

이석우 전 대표, 
‘아청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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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제공 통계 

출처: 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구분 압수영장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2012 

요청 1,487 30 7,841 - 

처리 1,278 30 7,430 16,549 

제공 169,669 109 35,054 68,184 

2013 

요청 9,244 72 6,571 - 

처리 8,047 72 5,540 - 

제공 219,357 195 19,500 - 

2014 

요청 9,342 56 4,790 285 

처리 8,188 56 4,002 - 

제공 76,379 193 8,457 - 

2015 

요청 8,895 28 4,891 179 

처리 7,648 28 4,163 - 

제공 223,940 127 9,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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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이용자 제공 통계 

출처: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구분 압수영장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2012 

요청 1,363 56 4,230 14,443 

처리 1,284 53 1,864 9,844 

제공 124,957 324 2,390 67,299 

2013 

요청 4,782 69 3,670 647 

처리 4,138 68 1,336 - 

제공 416,717 272 2,228 - 

2014 

요청 4,772 47 3,498 232 

처리 4,398 47 1,523 - 

제공 351,877 237 3,212 - 

2015 

요청 4,409 39 4,453 209 

처리 3,112 39 1,940 - 

제공 507,124 214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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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 제공 통계 

출처: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구분 압수영장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2012 

요청 811 41 534 791 

처리 704 41 466 385 

제공 - 47 7,109 1,031 

2013 

요청 2,676 86 1,423 636 

처리 2,223 81 1,114 1 

제공 - 89 1,435 17 

2014 

요청 3,864 81 1,827 631 

처리 2,999 78 1,415 - 

제공 - 117 2,188 - 

2015 

요청 3,145 9 1,318 34 

처리 2,301 8 1,094 - 

제공 290,320 8 1,467 - 



국내 전체 통신사업자 제공 통계 

구분 압수영장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2012 

처리건수 - 447 239,308 820,800 

처리 계정 수 - 6,087 25,402,617 7,879,588 

법원 발부 수 107,499 - - - 

2013 

처리건수 - 592 265,859 944,927 

처리 계정 수 - 6,032 16,114,668 9,574,659 

법원 발부 수 166,877 - - - 

2014 

처리건수 - 570 259,184 1,001,013 

처리 계정 수 - 5,846 10,288,492 12,967,456 

법원 발부 수 166,033 - - - 

2015 
(상반기) 

처리건수 - 203 150,880 560,027 

처리 계정 수 - 2,832 3,799,199 5,901,664 

법원 발부 수 - - - - 

출처: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8 



용어설명 
ㅇ 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로 분

류. 법원, 검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통신사실 확인자료 

상대방 가입자번호, 로그기록(날짜, 시간), IP주소가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 수사기관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음 

 

ㅇ 통신제한조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해져 있음. 살인, 

방화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기 어려울 경우 법원

이 허가함 

 

ㅇ 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전기통신의 경우 작성기간이 영장 내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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