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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현행 경제 관련 법령 중 특수관계인과 관련
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30여 개에 이른다. 2009년

민의 사회적 인식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규제 규정으
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

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이 통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합 규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40여 개에 산재해 있

가족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계에

었다. 경제 관련 법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

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법체계면

을 미치는데, 다른 법률관계보다 경제적 법률관계에 있

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민법에 따른 친족 개념을 세

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인척의 범위가 좁

세법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

아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관계를 중심으로

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력만큼 국민의 관심이나 접촉 가능성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법령은 특히 법의 이용자

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음을 확

가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률들은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의 사용과 통일되지 않은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불

입법방식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국

합리하고 비체계적인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관련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용어 및 준용법률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 사회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개선

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고용 및 경제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의존관계의 명확화,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

관련 규정의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헌법상 보장된

회 부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실

요소 제거를 제시했다. 모쪼록 불합리한 규정에 의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을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국내 규정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적정한 특수관계인의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령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 현행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

규정들은 그동안의 사회적 인식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

계인 관련 규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각종 법령에

한 채 과거에 설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유지하고

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과 정의 방식,

있어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

러 부작용과 불합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있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통해 비교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에 설정된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는 개

연구는 주로 서적과 논문, 세미나 자료 등의 문헌탐
색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의 혈연관계나 혼인관계에 따라 경제적 영향력을 예

논문의 구성은 Ⅰ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정하고 이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당

및 범위를 밝히고, Ⅱ장과 Ⅲ장에서는 특수관계인 관

법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불측의 피해를 주고 있다

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내 경제 관련 법령들과 주요

는 점이 문제가 된다.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 침해되는

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사익의 이익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Ⅳ장에서 특수관계인 규정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합리성을 검토해
야 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사회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현실 변화의
추세에 부합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검토 및 주요국의 비교가능한 사례
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KERI Insight 19-15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고, Ⅴ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한다.

Ⅲ.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규정의 분석

지고 있는 경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행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상법

경제 관련 법령 중에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자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인 사외이사의 선

등의 표현으로 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임(제542조의8),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

또는 법인을 범주화 하고, 이들에게 각종 제한과 의무

542조의9),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제542조의12) 등의

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들이 많다. 특히 독점규제 및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상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은 최대주주의 경우와 주요주주의 경우에 설정되는

법률, 그리고 각종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엄격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대

규제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관계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등의 범위가 중요한 역할 및 의미를 갖는다.

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
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을 가
【상법 시행령】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
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
와 직계 존속ㆍ비속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④ 법 제542조의8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에 대해서는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
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
행임원ㆍ감사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4

조의5), 시정조치 등(제16조),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은 기업결합의 제한(제7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제5장) 등의 조
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한 등(제8조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립제한(제8조의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표현(법 제7조 제1항)하면서

제한(제11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제11조의2),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1조의4),

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

기업결합의 신고(제1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수관계인의 범위에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하고 그 범위

지정 등(제14조),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14조의

를 역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자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
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 3. 31., 2000. 4.
1., 2001. 3. 27., 2002. 3. 30., 2005. 3. 31.,
2007. 7. 13., 2009. 5. 13., 2016. 3. 8.>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
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
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
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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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
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
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
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
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
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
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
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
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
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
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

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
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
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구조법)은 정의(제2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제6조), 감

준용하는 법률로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

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제19조), 대주

한법률(이하, 공기업구조개선법)1), 전파법2) 등이 있다.

주 변경승인 등(제31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
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표현(법 제2조 제6호 가목)하
면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
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
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
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
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
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
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
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
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1)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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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
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
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이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
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
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 <2017. 10. 17.>

창업 지원법9) 등과 아래에서 살펴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3), 보험업법4), 상호저축은행
법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6), 예금자보호법7), 전기통신사업법8), 중소기업

3)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4. 6. 30., 2015. 11. 18., 2016. 8. 31., 2016. 12. 5.,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
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4)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주주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8., 2016. 7. 28.>
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6)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개정 2017. 9. 5.>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
최대주주"라 한다)
7)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
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08. 7. 29., 2016. 3. 11.,
2017. 9. 5.> [본조신설 2001. 3. 17.]
8)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2018. 12. 24.>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⑥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2016. 7. 28.,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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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0조), 보고사항(제418조), 벌칙(제444조) 등의 조항에

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법)은 금융투자업의 인가(제12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
의 제한(제34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제36조), 의결권

등(제8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제
167조), 감독이사(제199조), 사원 및 출자(제249조의
1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
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범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제87조)에서는 ‘주
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을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앞서 살펴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2조의3에 따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의20),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제343조), 임원(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마. 은행법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의 취득한도 등(제35조의3)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
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정의(제2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본인 및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제15조의3), 비공개정보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표

누설 등의 금지(제21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

현(제2조 제1항 제8호)하면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2),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본인 및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람이 임원의 과반수
를 차지하거나 이들이 제3호 또는 제5호의 자와 합
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였거나 이들 중의 1
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ㆍ조합 또는 단
체
3. 본인 및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
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4. 본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에게 고용된 사람(사용
자가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
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
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본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
나 이들이 최다수 주식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
6.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을 지
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인 경우에 그가 지배
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주가 단독으로 또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
여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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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회사
의 임원
7. 본인이 계열주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에 그 계열주가 지배하는 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8. 본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원
9. 본인 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와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
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
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
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
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
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

로 한정한다.
2.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
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기
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출자
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
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
행의 자회사등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전문개정 2010. 11. 15.]

들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본인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정의(제2조), 인가의 기준(제4조),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

현(제2조 제1항 제7호)하면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인 등(제8조의5),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한 특례(제22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앞서 살펴본 은행법 시행령

34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

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도 등(제45조의2), 수뢰 등의 금지 등(제48조의3), 보고

제1항),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만을 따로 규정

사항(제61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

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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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0. 12. 30., 2015. 10. 23.>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
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
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
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
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
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전문개정 2008. 12.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2

방송법은 소유제한등(제8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조에서는 ‘지배’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공정거

승인(제15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제69조의2), 순수외

래법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특수관계

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72조) 등의 조항에서 특

자’로 표현하여 ‘특수관계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방송법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표현(제8조 제2항)하면서 시
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
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
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
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
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법인 및 그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
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
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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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
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
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
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
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
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아. 여신전문금융업법

⑤ 삭제 <2016. 5. 27.>

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제50조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54조), 벌칙(제70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허가ㆍ등록의 요건(제6조), 가맹

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점의 준수사항(제19조),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특수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4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49조의

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표현(제19조 제6항)하면

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제50조), 자금

서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가. 대주주 또는 임원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
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
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자
[본조신설 2016. 9. 29.]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제5항)과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

니어야 한다는 규정(제8항)에서 특수관계자를 ‘대통령

법)은 임원 등에 관한 제5조 중 이사회를 구성할 때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표현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가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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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

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
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7. 6., 2012.
11. 6., 2014. 12. 9.>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
다. <개정 1995. 7. 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
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
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
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차. 기타 법률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구조조정회사법)은 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2) 부동산투자회사법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
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
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사의 자격(제12조)에서 주요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범위를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특별관계자’를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이사의 자격 등(제14조)에서 자
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규

정하고 있다.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특별관계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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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
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3) 선박투자회사법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조법 상의 규정을 따르되, 앞서 살펴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외 범위를 추

선박투자회사법은 거래의 제한(제29조)에서 특수관

가하고 있다.

계인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범위는 금융회사지배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
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4) 신용협동조합법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
인으로 한다. <개정 2016. 7. 28.>
[전문개정 2009. 7. 1.]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
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신용협동조합법은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제86조

하고 있다.

의2)에서 해당 조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
내의 혈족 및 인척
2. 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본조신설 2000. 6. 27.]

5) 외국인투자 촉진법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됨을 규정하면서, 특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 신고(제5조)와 외국

수관계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인투자 허가 등(제6조)에서 외국인에 대통령령으로 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
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
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
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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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
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
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카. 조세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조세 관련 법률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그 특수관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

계인(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거나 특수관

규정을 법률에 두고(제2조 제20호), 그 범위는 시행령

계인과의 이상한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납

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는 크게 ⅰ) 친족

세의무자의 행위 또는 거래를 부인하여 추가적인 납세

관계와 ⅱ) 경제적 연관관계, ⅲ) 경영지배관계로 나누

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다.

어 규정된다. 그리고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는 단서에 따라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성립되는 경우
에는 상호간 특수관계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
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
관계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
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
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 그 개인 또는 법인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
계"라 한다)를 말한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6촌 이내의 혈족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
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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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
립자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한 형태로서 특수관계를 ⅰ) 친족관계, ⅱ) 경제적 연
관관계, ⅲ)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일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에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두고(제2조 제10호), 그 범위

으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상호간 특수관계로 본다는 특

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과 유사

징을 가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
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
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
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
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
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
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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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
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
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
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
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법인세법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국기법이나 상증세법과 다른 점
은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영지배관계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고(제2조 제12호), 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
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
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
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

4) 소득세법

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
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
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
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위를 준용하는 규정(제26조의2 제8항 제1호, 제41조 9
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9항, 제85조 제6항, 제98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제2조의2), 기타소득(제

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제129조 제2항, 제157조 제

21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제35조), 부당행위계

4항 제1호, 제163조 제10항 제2호, 제167조 제4항, 제

산(제41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

167조의3 제1항 제4호, 제176조의2 제3항, 제179조

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제54조의2),

제11항)과 추가적인 특수관계를 따로 설정한 규정(제

양도가액(제96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01조),

183조의2)을 두고 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사
업장(제120조),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제155조의4),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과
달리 법률에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
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세기본
법 또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특수관계 범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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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②법 제126조제6항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설정하는 제157조의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

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 최대주주에 해당

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최대주주에 해당하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넓게 설정하지만[6촌 이내의

자를 포함) 등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
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3. 6. 28.,
2013. 8. 27., 2016. 2. 17., 2016. 3. 31.,
2017. 2. 3., 2018. 2. 13.>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
"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

5) 부가가치세법

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
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
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
는 자

두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특수관계인
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특

부가가치세법은 용역 공급의 특례(제12조), 과세표준
(제29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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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계자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법인세
법 상의 특수관계 범위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

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다)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호), 그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의 범위가 구체적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은
특수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에 두고(제2조 제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국기법이나 상증세법, 법인
세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
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
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
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
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
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
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
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
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
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
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
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
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
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
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
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
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
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
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
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
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
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
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
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
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
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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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
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
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
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
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
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
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
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
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
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
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
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17조)

에서는 민법 제779조(가족)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판단

와 관련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

하였는데, 이를 확장하여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정외국법인)의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시행

범위 설정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10)

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제조세조정법률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이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10) 정승영, 앞의 글(201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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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2
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
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
다. <개정 2015. 2. 3.>
[본조신설 2013. 2. 15.]

7) 지방세기본법

계와 ⅱ) 경제적 연관관계, ⅲ)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규정된다. 그리고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

지방세기본법(이하, 지기법)은 앞서 살펴본 국기법과

로 본다’는 단서에 따라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 규

성립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성립되는 경우에

정을 법률에 두고(제2조 제34호), 그 범위는 시행령에

는 상호간 특수관계로 본다는 특징이 있다.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는 크게 ⅰ) 친족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
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
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
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8) 관세법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
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
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
자인 경우

가격결정자료 제출(제37조의4), 과태료(제277조) 등의
조항에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관세법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30조), 국내판매가

특수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

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 과세가격 결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과세가

정방법의 사전심사(제37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

격에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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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5. 22., 2011. 4. 1., 2013. 2. 15.>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6.>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
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법령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 등을 분석한 결

2. 시사점

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 경제 관련 법령들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들을

첫째, 각 법률별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의 용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법령에서 비슷한 형식과 범위로

어와 범위가 너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특수관계인을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것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히 개인의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포섭하

수도 있지만,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을 차이점

는 형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친족의 범위는 민법

에 따른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

상 친족의 정의에 포함되는 ‘혈족’11)과 ‘인척’12), ‘배우

이지만 유사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의 이용

자’로 구성되어 있었다.13) 최근, 법률규정을 명확하고

자인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법의 예측가

세밀하게,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일명 ‘조세법령 새롭게

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시 쓰기’를 추진한 세법의 경우 준용법률 및 상황별

둘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 등의 범

범위설정에 대한 정비가 약간이나마 이루어진 것으로

위가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파악되나, 모법(母法)인 국기법 상 친족관계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혈족’

다른 법령 상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넓게 설정

이라는 용어를 소위 ‘같은 피’를 나눠가진 가족구성원

되어 있었다.

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면 ‘6촌’이

11)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민법
제768조).
12)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민법 제769조).
13)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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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범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
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혈족의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시행
령에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권한을 벗어나는 확장의 가
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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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수관계인 규정의 국제비교

경제적 연관관계(출자관계나 신탁관계 등)로 경제적
연관성이나 지배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의 법인 등

산업화․도시화․정보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로 1인 가

과 개인 간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ⅰ) 개

구의 비율이 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것은 선진국의

인이나 법인이 직 ‧ 간접적으로 지분 또는 지분가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친족 관련 집단의 영향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법인과 개

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공동체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인, ⅱ) 동일 기업집단(the same controlled group)의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구성원인 두 법인) ⅲ) 신탁의 수탁자 및 수익자, ⅳ)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족이나 혈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동일 위탁자의 복수의 신탁의

연관계에 대한 제도의 접근 방향은 공통적인 특징을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 간까지 포함), ⅴ) 신탁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하는

또는 신탁의 위탁자가 어떤 법인의 지분가치의 50%를

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초과하여 직 ‧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와 해당 법인, ⅵ) 개인 또는 그 가족구성원이
I.R.C. Sec. 501의 면세단체(교육 단체 또는 자선단체)

1. 주요국 유사사례 14)

를 직 ‧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
ⅶ) 어떠한 자가 법인 지분 가치의 50%를 초과하여 보

가. 미국

유함과 동시에 파트너십 자본지분 또는 이익지분을
특수관계인(related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인과 파트너십,

family member)의 범위에 직계존속(ancestors, 부모와

ⅷ) 동일인이 각각 S corporation들의 지분 가치의

조부모),

50%를

미국에서는

혈연관계에

형제자매(brothers

따른
and

sisters),

배우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S

(spouse), 직계비속(lineal descendants, 자녀와 손자녀,

corporation들, ⅸ) 동일인이 각각 S corporation과 C

입양에 따른 양자관계 포함)이 포함된다.15) 그리고 인

corporation의 지분을 동시에 50%씩 초과하여 보유하

척 관계(in-law relationship)는 특수관계인 규정상 가

고 있는 경우, 해당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ⅹ) 유언신탁(estate)의 유언집행자와 수익자 등이 해당

과 재혼에 따른 관계(step parent relationship)나 결혼

된다.17)

에 따라 형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I.R.C. Sec. 267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및 지배관계에 대한 판단은 특수관

보는 가족의 개념과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본

계인이 되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 등을 고려하게 되며,

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지배하는 법인도 특수

특히 I.R.C. Sec. 501의 면세단체인 경우에도 적용된

관계인에

특수관계인

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the same controlled group)

(related family member)에 해당되는 경우 자산을 매

소속임을 판정하기 위하여 지배관계에 관련된 세 가지

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인식하지

판단 기준을 정립해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회사로

못하는데, 해당 거래가 진정한 거래행위(bona fide

판단되는 회사는 기업 집단 내의 회사들에 대해서 직 ‧

transaction)이거나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에

간접적으로 의결권 또는 지분 가치의 50%를 초과하여

따라 교환 또는 거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16)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모자회사 관계

포함된다.

혈연관계에

의한

14)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정승영,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ERI Brief｣ 15-12, 한국경제연구원, 2015.6.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ERI Insight 14-01, 한국경제연구원, 20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
한 연구｣, 『세법연구』11-08, 세법연구센터, 2011.12.를 주로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15) IRC(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 267(b)
16) IRC Sec. 267(a)
17) IRC Sec. 2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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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the 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 test)이

정하면서20) ‘관계인’(Associate)의 범위를 ① 본인의 배

며, 두 번째는 5인 이하의 개인, 유언신탁, 신탁 등이

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Spouse or Civil partner),

둘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이나

② 미성년 자녀(Minor Child), ③ 양자(Step-child), ④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형

본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any body corporate of

제자매회사 관계 판단, the brother-sister controlled

which that individual is a director), ⑤ 본인의 피고

group test)이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

용인 또는 파트너(any employee or partner of that

중 하나에 해당하는 셋 이상의 법인들에 대해서 모자

individual)로 규정하고 있다.21) 이 중 개인 관계에서

회사 관계 와 형제-자매회사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지

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사실상 경제적인 생활을 같이

를 판단하는 것(혼합 기준, the combined group test)

영위하는 최소 범위인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하고 있

이다.18)

다.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숙부, 숙모, 이종ㆍ

미국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에도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고종사촌 및 조카 등은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22)

이 있는데,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의 거래행위
(Director’s Conflicting Interest Transactions)와 관련

다. 캐나다

하여 설정된 것이다. 이 중 개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
배우자(the

캐나다는 개인의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s) 범위

Director’s Spouse), ② 부모, 양부모와 조부모(Parent,

를 혈연, 혼인 또는 양자 관계에 따라서 연결되는 것

Step parent, grandparent), ③ 자녀 및 양자녀(Child,

으로 정의하고 있다.23) 구체적인 범위로는 ⅰ) 부모와

Stepchild), ④ 손자녀(grandchild), ⑤ 형제자매 등

조부모(Parents & Grandparents: 배우자의 부모 및 조

(Sibling, Step Sibling, Half Sibling), ⑥ 이모, 고모,

부모 포함), ⅱ) 배우자(Spouse or Common-law

숙모, 조카 등(Aunt, Uncle, Niece, Nephew), ⑦ ②~

partner),

⑥까지의 범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배우자, ⑧ 배우자

Spouse of your siblings)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를 기준으로 ②~⑥에 해당되는 친족관계, ⑨ 이사와

배우자 (Siblings of your spouse & Spouse of the

생계를 같이 하는 자(an individual living in the

siblings of your spouse), ⅳ) 자녀(혼외 출생자, 양자,

same home as the director)이다.

피후견인, 배우자의 자녀 포함: Children including

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①

이사의

Adopted,

나. 영국

ⅲ)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Siblings &

Born

outside

of

marriage,

Wholly

dependent under custody and control, & Children
of spouse) 및 손자 (descendant), ⅴ) 조카(Nephew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서는 등록회사
(Quoted

company)의

독립적

평가자(Independent

assessor) 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or Niece & Children in law), ⅵ) 부모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ⅶ) 조부모의 형제자매
와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로 설정하고 있다.

두고 있다.19) 독립적 평가자가 회사와 연관관계를 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인 본인이 단독으로 지배하는

진 본인 또는 관계인(Associate)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

경우의 법인과 개인 간, 혈연관계로 특수관계인인 자

18) 7 Mertens Law of Federal Income Taxation § 28:50(updated November, 2013), 정승영(2014)에서 재인용
19) Companies Act 2006 Section 345(2)
20) Companies Act 2006 Section 344
21) Companies Act 2006 Section 345(2)
22) 백제흠, “특수관계인의 비애”, 2019.4.25.자 아시아경제 기사자료
23) Canadian Income Tax Act(이하 ITA) §251,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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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하는 법인과 개인 간, 이와 같이 특수관계 가

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ⅱ)

형성되어 있는 법인 간,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지배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해

하는 법인인 경우의 법인과 개인 간으로 그 범위를 설

당된다.26) 법인 간에 출자 및 지배관계로 연결되는 경

정하고 있다. 특히 제3법인을 통하여 단계를 구성하여

우에도 역시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0%와 의결권의

지배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등 우리

50% 초과를 판정 기준으로 하여 연결 단계별로 계산

나라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수 관계 범위를 규

하여 합산 ‧ 적용된다.27)

정해두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지배 된다(controlled)’

한편 일본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에서는

의 의미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모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친족(1親

포함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

等)으로 더 좁게 설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

하여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등의 공개매수 필요 요건에서 보유자의 소유비율(5%)
을 산정할 때 특별이해관계자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는데,28) 이때 합산되는 특별이해관계자의 범주

라. 일본

중 개인 관계에 따른 특별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배우자
일본은 개인의 혈연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른

및 1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29)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친족과 인
척 관계 일부, 사용인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마. 중국

범위로는 ⅰ) 주주 등의 친족, ⅱ) 주주 등과의 사실혼
배우자, ⅲ) 개인 주주 등의 사용인, ⅳ) ⅰ)~ ⅲ)에 열
거하는 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자, ⅴ) ⅱ)~ ⅳ)에 열거

중국은 법인인 경우(关联法人)와 자연인(关联自然
人)인 경우로 특수관계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30)

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이들의 친족이다. 일본

개인인 경우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자는 ①

국세통칙법(国税通則法)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별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 이상의 해당 상장회사 주식

의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상 친족의 범위는 일본 민

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②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

법상의 친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일본 민법에서

감사, 고급관리인, ③ 상장회사의 특수관계법인의 이

는 친족의 범위를 ⅰ) 6촌 이내 혈족(六親等内 の血

사, 감사, 고급관리인, ④ ①과 ②에 해당되는 자와 관

族), ⅱ) 배우자(配偶者), ⅲ) 3촌 이내 인척(三親等内

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 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の姻族)으로 규정해두고 있다.24) 법인세법 상 적격 비

상하이 증권거래소 또는 실질우선원칙에 따라 상장회

영리법인에 해당되기 위한 이사 자격과 관련해서는 친

사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있는 기타 자연

족의 범위를 우리나라에서의 3촌 관계(三親等以内)로

인 등이다.31) 여기에서 ‘관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关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와의 특수관계를 검토함에 있어

联密切的成员)’의 범위는 다시 ① 배우자, ② 만 18세

서도 3촌 관계(三親等以内)가

이상 자녀와 그 배우자, ③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④

적용된다.25)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혈연관계 및 경제적 지배관
계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를 설정하는데, ⅰ) 법인
24) 日本 民法 제725조
25) 日本 法人稅法 施行令 第3条 및 同法 施行規則 第2条の2
26) 日本 法人稅法 施行令 第4条 第3項 第1号
27) 日本 法人稅法 施行令 第4条 第4項~第6項
28) 金融商品取引法 第27条の2 第1項 第1号
29) 金融商品取引法 施行令 第九条 第1項 第1号
30) 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第十章 第一节 10.1.2.
31) 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第十章 第一节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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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⑤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설정
된다.32)

2. 시사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하
여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3촌 이내
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되어 우리나라보
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숙
부, 숙모, 이종ㆍ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
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처
럼 복잡한 특수관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국
은 ‘관계가 밀접한 가족구성원(关联密切的成员)’이라
는 기준을 통해 경제적인 생활공동관계 형성에 의미
를 두는 점이 특징이고, 일본은 형태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
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설정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이 민법에 따른 친족 개념을 세
법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인척의 범위가
좁아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관계를 중
심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32) 上海证券交易所股票上市规则 第十章 第一节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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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이

1. 관련 용어 및 준용법률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

주로 규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해당사자들
의 집중도가 높은 국세기본법이나 공정거래법, 자본시

현재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특수관계인 관련

장법 등이 준용법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규정들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을 차이점

관련 법률에서 동일한 범위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에 따른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

필요는 없으므로, 각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

이지만 유사한 용어로 사용함에 따라 법의 이용자인

범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법의 예측가능성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들에서 유사 용어로서 특수관

2.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계인, 특수관계자, 특별관계자,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등의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같은 용어

대부분의 경제 관련 법령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과

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범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

위를 규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범위는 친족의 정의 규정인 민법 상의 친

었다.

족의 범위보다는 축소된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

예를 들어, 은행법에서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동
일인’이라고 정의하고,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

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계열주’라고 지칭하는 것에 반

한편,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여신전문금융업법(배우

해,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을 은행법상의 계열주와

자와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 2016. 9. 29. 신설)과

같은 의미인 기업집단 및 기업진단의 총수를 의미하는

구조조정회사법(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의 ‘동

지 포함, 2000. 10. 31. 제정), 신용협동조합법(배우자,

일인관련자’는 공정거래법 상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까지 포함, 2000. 6. 27. 신

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 ‘동일인관련자’는 다른 법

설)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최대 4촌 이내의 혈족

령에서의 특수관계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및 인척에서 최소 배우자까지로 규정하여 각 규정의

또한 공정거래법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동일

취지에 맞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각 호의 내용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경우 최근에 신설된 규정은 아니

상호순환적인 연쇄관계에 빠져 정확한 개념 및 범위를

지만(1998. 11. 14, 제정), 그 법령의 취지상 특수관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33)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의 범위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

제3조 제1호에서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동일인관련자의

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정의되지 않은 동일인관련자 개념을 사용함으로

배우자, 혈족, 인척 등은 민법 제767조의 정의에 따

인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다른 새로운

라 ‘친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개념을 정의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8촌 이내의 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

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

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77조). 이때 민법 상 배우자는

33) 김진열,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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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만을 의미하지만, 특수관계인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관련 법령 중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특수관계인

주장의 논거로서, 민법(친족법)에서도 상속 문제 관련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민법

규정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된다는 점, 현행 국

내에서도 상속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일부 친족에

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1974년 제정된 이

한하여 권리를 인정하거나 제한을 가하여34) 민법 상

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오고 있

친족의 범위보다 좁은 범위의 친족이 해당 규정의 적

다는 점,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

용대상이 되기도 한다. 친족이라는 개념이 민법에 따

고 있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

른 것이지만, 어떤 규정의 적용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민법상 친족의

서 반드시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

범위 또한 축소해야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민사상의

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경제 관련 법

법률관계와는 그 성격이나 규율목적이 전혀 다른 조세

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법의 영역에서 민법상의 친족범위에 맞추어 친족의 범

친족 범위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를 정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35)

혈족의 범위는 4촌 이내로, 인척의 범위는 2촌 이내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

축소하되,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지를 생각하면, 친족의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설정해야 할 것인데, 현재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 고용 및 경제적 의존관계의 명확화

국민들의 ‘친족’ 개념 의식에 관한 조사36) 결과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친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식하고

고용 및 경제적 의존관계에 의한 특수관계 규정은

있으며, 이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더 뚜렷하게 나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단순하여, 실질적으로는

나 현행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로 좁혀야 한다는 인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경제적 동일체로 간

식도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37) 특히 특수관계인

주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 및 경제적 관계에 따른 특

에게 추가적인 납세의무를 지우는 세법 관련 규정의

수관계를 정리해보면 사용자가 법인․조합 또는 단체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동일한

경우에는 임원,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 또는 이

경제적 집단에 속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하면

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서까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할 정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도로 밀접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39),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

이라 할 것이다.38)

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또는 그 개인의 금전

34) 상속은 일반적으로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 2종류로 나누어진다. 배우자는 당연히 언제나 상속인이 되며, 혈족상속의 경우에는 본인과의 근친(近親) 정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1순위는 사망인의 직계비속이 해당되며, 2순위는 사망인의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해당되며, 4순위로는 4촌 이
내의 방계혈족들이 해당되게 된다. 3순위까지는 대습상속 또는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4순위부터는 이러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승영, “세법상 특
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KERI Insight 14-04, p.5.
35) 김완석,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7집 제1호, 2005.2., p.130.
36) 전국경제인연합회·Research & Research,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10.9., 전은진·강동우, “친족 개념과 친족 명칭에 대한 실태 조
사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4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2.
37) 정승영, 앞의글(2014),
38) 김완석, 앞의글(2005), pp.134~135.
39)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제3호는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
는 자”라는 이상한 표현으로 혼란을 가져오는 조항이다,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각각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한 경
제적 연관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생계를 유지하는 자 외에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포함한다는 의미인지 불분명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생각건대 본 규
정은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가족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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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관계는 임원과 사용인 및 그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그 자와 생계를 함

족 등을, 경영 지배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

께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등으로 회사경

그런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40)에서의 특수관계인에

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중

대한 정의와 같이 특수관계인은 “당사자 쌍방의 이해

경영지배관계의 판단 기준은 종전 발행주식 총수의

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를 자유로이 좌우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

부인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의

계”여야 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금전이나 재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하는 주주는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수

있다. 특수관계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경제적 동일

주주까지 특수관계에 포섭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체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있다.

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
이다.

이처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은 다른 법령
의 특수관계 범위보다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따라서 고용 및 경제적 연관관계의 기준도 보다 축

아니라, 특수관계인으로 판정되어 관련 제도의 적용을

소하고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본적인 범위와

받게 되는 경우 제도의 원래 취지인 조세회피행위에

형식만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실질

대한 방지를 넘어서 징벌적 목적으로 가중처벌 되는

에 따라 경제적 연관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기본

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뒤에서 제시할 개선방안 중

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예상치 못

하나인 반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실질적인 연

한 관계가 특수관계로 포섭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

관 관계의 판단을 법원에 맡기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개선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

4.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

‘특수관계인’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를 가진 사람과 법인을 통칭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세법에서는 의제규정 외에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이

민법상 가족과 같은 기본적인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의 설정에 대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독립적

이를 자유로이 좌우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임을 증명하는 경우 정상의 거래로 인정받아 제도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의

의 적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적 거래

미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특수관계인의

의 기준은 세법상 시가나 정상가격의 판단 등이 참고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의제적이라는 문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이 있다.41)

덧붙여, 미국의 경우 국제조세문제의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의 경우 특수관계를 친족관계, 경제적 연

(controlled taxpayer) 정의를 ‘공통의 소유(ownership)

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는데, 친족관계는 배우

또는 지배(control)관계에 있는 자’로 하면서 소유와

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경제적 연관

지배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법에 두지 않아 법원이 거

40) 헌재 2003. 7. 24. 2000헌바28, 판례집 15-2상, 38 [헌법불합치]
41) 백제흠, 앞의 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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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당사자들 간의 실질관계를 기초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42) 이러한 방식도 역시 참고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 제거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
위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권한을 벗어나는
확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특
수관계인 규정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구분되는 차별적 규제와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엄격히 규정하
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조세 관련 법률에서는 헌법 제59조가 근거가
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
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포괄위임을 엄격하게 금지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분석 결과,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들을 특수관
계인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기준 없이 포괄적으
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이 중 조세 관련 법률은 다른 법률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띄고 있기는 하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져야 한
다는 측면에서 보면 통칙법인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내용을 뚜렷한 근거 없이 개별 세법에서 확장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
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개
선방안은 앞서 제시한 준용법률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와 함께 연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세법연구 11-08, 세법연구센터, 2011.12.,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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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고용 및 경제적 의
존관계의 명확화,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

분석 결과 현행 경제 관련 법령 중 특수관계인과 관
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30여 개에 이른다.

여,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요소 제
거를 제시했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되어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쪼록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안정성

등이 통합 규정되기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40여 개에

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에 대한

산재해 있었다. 경제 관련 법령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신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법률관계보다 경제적

이러한 노력들이 관련 규정의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헌

법률관계에 있어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

때문이다. 특히 세법의 경우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향력만큼 국민의 관심
이나 접촉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법
령은 특히 법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
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법률들은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의 사용과 통일되지 않
은 입법방식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회적 인식이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규제 규
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
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
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
계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법
체계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민법에 따른 친족
개념을 세법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인척의
범위가 좁아 6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 관계
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
하지 않은 경우 과감하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설정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불합리하고 비체계적인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야기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관련 용어 및 준용법률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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