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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이 계속적으로 이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

뤄졌고, 실제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도 감소하고 있어 공

공제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

익사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말 기

다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조

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

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의 기부 위축이 발생했을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

연ㆍ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의 경우 일정비율

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이상의 지분 출연으로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

클 것이다. 두 번째,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리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세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역차별일 수

및 관리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서 과세하는 것이 타

도 있으며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다.

당하다.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이처럼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

한다. 첫 번째,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국회에 제출되어 있

검토가 필요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선택할 수

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 총수의 기업집단 사익편취

강화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설

우려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립·운영이 힘들어질 것이고,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것은 그 이유로 미흡하며, 공익법인은 이미 세법상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많은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질 것이다.

I. 서론

-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

제’로 바뀌면서 2014년부터 기부 인원 및 규모가

□ 기부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
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 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한 가지가 복지 관련
내용(「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만큼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음
- 확정된 2019년 정부 예산에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8년보다 16.4조 원 증가한 161조 원

감소*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 기부금 공제 인원이 ’14: 539,987명,
’15: 478,893명, ’16: 392,220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 기부금이 ’14: 4조 9천억 원, ’15: 4조
8천억 원, ’16: 4조 6천억 원으로 감소 추세임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부가 감소했다는 우려 때

문에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에 대
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출했고, 국
회를 통과했음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시 높은 공제율(30%) 기준금액

으로 일자리 예산(22.9조 원)을 제외하면 전체 예

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여 고액기부자

산(469.6조 원)의 30% 가량이 저소득취약계층 지

의 기부를 확대하려는 방안임

원을 위한 복지정책에 쓰일 예정임

- 계속 강화되어 오던 공인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

- 2018년 대비 2019년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

정은 2016년 개정을 통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가율(11.3%)이 정부예산 증가율(9.5%)을 초과하고

단과 관련이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취득기준

있어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을 10%에서 5%로 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공익법

◦사회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

- 한편, 2018년 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정거래

록 민간 부분(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법 전부개정안에서도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

필요

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익법인의
설립 및 활동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민간 부분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기부행위가 활성

◦위와 같은 세법의 개정으로 기부 인센티브 감

화된다면 국가의 사회복지 역할 및 재정 부담을

소, 기부행위 위축 등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로

보완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인해 사회적인 공익사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그러나 최근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실제로 기부 규모도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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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것임

□ 증가하고 있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전반적
인 모습과 기부금 제도 및 기부금 세제지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1)
◦기부 현황을 토대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함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찾고자 함
- Ⅱ장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하고, 기부 현황을 분석하려 함
- Ⅲ장에서는 기부금 세제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주

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 도출
- 위 검토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기부금 세제지원제

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검토된 문제점을 근거
로 개선방안 모색

1) 기부금 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득세 특별공제와 공익법인 관련하여 이뤄졌음. 소득세 특별공제의 경우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가 이뤄졌고[김수성·문성훈(2014), 김진석(2015), 서희열(2018)], 공익법인의 경우 구원장학재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음[김종근·전병욱(2012), 박태규(2014), 이상신(2014), 윤지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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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부금 개요 및 현황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
익성 단체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더라도

1. 기부금과 기부금단체

이를 기부금으로 보고 있음4)

◦(사업무관성) 기부금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

(1) 기부금

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함5)6)

□ ‘기부금’이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을 말함 2)

◦(무상성) 기부금은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재
산을 수여해야 하는 무상성의 특징이 있음
◦(자발적 의사) 기부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고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
여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임7)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
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법정기부금과 지
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비지정기부금
은 손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모든 공공 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다

원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직접지원
이 아닌 기부금에 대해서 조세혜택을 주고 간접

□ 기부금은 증여, 유증, 채무면제, 채무인수, 혼합증
여, 용역기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증여)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8)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무상증여가 발생
되는 것을 말함

지원하는 것임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

□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3)

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임9)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기부) 특수관계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전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면 기부금으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채무를 이전하

인정되지 않음.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

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부금이 아닌 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다만,

◦(혼합증여) 증여와 매매 기타 유상계약이 결합
하여 일체를 이룬 계약을 말함10)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단체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8
5)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9415 판결
6) 사업무관성은 기부금이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되는 기준이 되기도 함. 기부금,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무상지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접대비와 광
고선전비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기부금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7) 자발적 의사는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과금과 구별되는 기준이 됨
8) 민법 제554조
9) 민법 제560
10) 당사자 일방의 급부 중 그 일부만 대가관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이 무상으로 주어진 경우 그 무상으로 주어진 부분에 대하여 증여의 합의가 있는 계약임. 저가
매매와 같이 매매계약으로 물건을 팔지만, 일정한 부분만큼 싸게 파는 경우가 혼합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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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구분은 기

로 제공하는 용역의 가액을 의미함

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및 비영리교육재단

봉사 활동만을 용역기부로 인정하고 있으며,11)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을 기부받는 경우에

다른 형태의 용역기부는 기부로 인정하고 있지

한함) 등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단체는 법정기

않음

부금단체로 하고,
- 사회복지·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종교

(2) 기부금단체

단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작은 단체
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하고 있음12)

□ 우리나라의 기부금단체는 크게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고, 그 구분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의 조세혜택에 차이를 가져오게 됨
<표 1> 법정기부금단체
구 분

기부받는 단체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사립학교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법령에 의한 단체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 한국학교*
- 전문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공공기관 등(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함)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한 단체

*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자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표 2> 지정기부금단체
구 분

기부받는 단체
사회복지·의료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사립학교 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종교의 보급·교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에 의한 단체

-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공성 요건을 갖춘 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등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1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의무는 다음과 같음(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인정될 것
②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③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정관상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④ 지정 연도와 직전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
실이 없을 것
⑤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것
⑥ 수익사업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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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 현황
□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정부의 총지출예산이 2012년 325.4조 원에서

□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1년 0.84%에서
2016년에는 0.79%로 낮아졌는데, 증가 추세가
2014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음
◦대표적인 기부 국가인 미국은 GDP 대비 기부
금 비중이 2%인데, 우리나라는 0.79%로 아직
많이 낮은 수준임

2019년 469.6조 원으로 44.3% 증가한 반면, 보

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2012년 92.6조 원

◦국제기부통계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
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지수는 34%로 146개국

에서 2019년 161조 원으로 73.8% 증가했음
- 특히 2019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최대

증액 분야(+16.4조 원)이고, 총지출 대비 34.3%

중 60위이며, 그 중 기부 지수13)는 33위를 차
지하고 있어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임14)
- OECD 36개 국가 중 21위로 선진국 중에서도 평

를 차지하고 있음

균 이하의 기부문화지수로 조사되었음15)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자원으로서의 기부금이 활성화되
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부담이 그만큼 감
소될 수 있을 것임
<표 3> 정부 예산과 보건·복지·고용 예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부 총지출예산

325.4

342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증감률

5.3

5.1

4.0

5.5

2.9

3.7

7.1

9.5

보건·복지·고용 분야

92.6

97.4

106.4

115.7

123.4

129.5

144.6

161.0

증감률

7.2

5.2

9.2

7.4

6.7

4.9

11.7

11.3

자료: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대한민국 재정 현황”

<그림 1> GDP 대비 기부금 비중 추이

13) WGI는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등 3개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평균이 기부문화지수임
14) CAF, World Giving Index 2018, 2018.10
15)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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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1인당

(1) 개인의 기부 현황

평균 기부액은 높아지며, 1천만 원에서 8천만

□ 2013년 말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후 개인의 기부금이 급격하
게 감소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음

원 이하의 납세자가 총인원 대비 가장 큰 비중
(65.1%)을 차지하고 있음
- 1천만 원 이하 구간의 신고인원은 3.3%의 비중

◦개인의 기부금이 2012년 2조 원대에서 2016년

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이 적더라도 기부행위를
하는 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1조 원대로 49% 감소했고, 기부인원도 2012년
86만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54% 감소하는

등 정부정책이 기부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음
-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36.7% 감소했고, 기부금 공제액은
41.8% 감소했음

<표 4> 개인(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신고 현황
합 계

구 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인원 수

기부금(백만 원)

신고인원 수

기부금(백만 원)

신고인원 수

기부금(백만 원)

2012년

860,547

2,025,424

860,547

2,025,424

-

-

2013년

852,556

2,037,163

852,556

2,034,163

-

-

2014년*

539,987

1,184,798

104,627

436,966

435,360

747,832

2015년

478,893

1,072,256

16,200

124,454

462,693

947,802

2016년

392,220

1,033,707

7,162

83,995

385,058

949,712

* 2014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특별소득공제액과 기부금특별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의 합계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표 5>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6년)
구 분

1천만 원 이하

1~4천만 원 이하

4~8천만 원 이하

8천만 원~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신고인원
(비율)

13,138
(3.3%)

131,404
(33.5%)

123,757
(31.6%)

116,647
(29.7%)

7,274
(1.9%)

기부금 (백만 원)

6,869

129,195

211,200

408,674

277,769

0.5

0.9

1.7

3.5

38.2

< 1인당 기부금 >
자료: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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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기부 현황

- 결손법인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 법인의 기부

목적이 단순히 조세혜택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임

□ 기부금 신고법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의
기부금 합계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한편, 공익법인의 수는 2010년 29,132개에서
2013년 29,849개, 2015년 34,743개로 증가하였
다가 2016년 33,888개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

◦2014년까지 증가하던 법인의 기부금은 2015년
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신고법인
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2.7%
감소했음
◦2016년 기준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 기부금 현황
을 보면 500억 초과 법인인 557개 법인이 약 3
조 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 소수의 기업(0.09%)
이 전체 기부금 중 64.8%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구 분

신고법인 수

2012년

482.574

2013년

증감률(%)

기부금(백만 원)

증감률(%)

4.8

4,112,276

1.1

517,805

7.3

4,654,495

13.2

2014년

550,472

6.4

4,906,292

5.4

2015년

591,694

7.5

4,778,202

-2.6

2016년

645,061

9.0

4,647,156

-2.7

자료: 국세통계연보

<표 7> 법인의 소득금액 규모별 기부금 신고 현황(2016년)
구 분

신고법인 수

기부금(백만 원)

0원 이하

242,027

443,262

< 결손법인 >

219,511

440,520

0~100억 원 이하

400,393

782,351

2,084

409,179

557

3,012,364

645,061

4,647,156

100~500억 원 이하
500억 원 초과
합 계
자료: 국세통계연보

<표 8> 공익법인의 증감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익법인 수

29,132

29,170

29,509

29,849

29,732

34,743

33,888

0.1

1.2

1.1

-0.4

16.9

-2.5

증감률(%)
자료: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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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부 관련 세법 규정

-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

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005년까지는 소득공제의 한도가 100%이

1. 기부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은 75%,
2009년부터는 50%로 점차 축소되었음

□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
로 분류하며, 동일한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부
한 자가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세제지원
내용상 크게 차이가 있음 16)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의 10%를 한도
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소
득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

◦개인이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

정하고 있음

득금액의 30~100%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
에서 공제(또는 비용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

□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

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의 경우

- 법인이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50% 한

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그
간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17)

었으며 기부금 지출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
분 30%)를 세액공제하고 있음19)20)21)
◦과거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본인의 소득금액의
30%에 한하여 소득공제였음
- 개인의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을

-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비해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바, 법인 기부에 비하여 개인 기부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

기부하면 100만 원이 소득에서 차감되었고,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100만 원을 기부하면
60만 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되었음22)

있음18)

◦2014년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

□ 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방식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소득의 100%를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대상도 법인에 비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어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률적
으로 15%를 적용하고, 1,000만 원 초과 기부금
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하고 있음
-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1천만 원인 경우 모두 기

부금 납입액이 1백만 원이라면 세액공제가 적용
되는 금액은 15만 원이 됨
- 예를 들어, 기부 참여자가 많은 중산층(4,600만~

16)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17) 김수성·문성훈,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4, p.70
18) 3절 “주요국의 관련 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서 자세히 논함
1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특별세액공제)
20) 2018년 세법개정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안으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시 높은 공제율(30%) 기준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여 고액기부자의
기부를 확대하려 하고 있음
21)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90.9%, 10만 원~3천만 원은 15%, 3천만 원 이상은 30% 세액공제함
22) 1,000만 원×30%＝300만 원 범위에서 손비로 인정되고, 200만 원×30%＝60만 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됨. 다만, 공제받지 못한 40만 원은 10년간 이월공
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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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 비교
기부자의 연소득

기부액

1천만 원 (6% 세율)
5천만 원 (24% 세율)

100만 원

1억 원 (35%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효과(A)>
100만 원
< 6만 원 >
100만 원
< 24만 원 >
100만 원
< 35만 원 >

세액공제(B)

B-A

15만 원

9만 원

15만 원

△9만 원

15만 원

△20만 원

8,800만 원 구간) 기부자들은 기존에 24%의 세금감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

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15%만 일괄

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세

하여 공제를 받게 된 것임. 기부금액이 1,000만 원

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보다 많은 고소득층 기부자 역시 기존 공제율은 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

대 42%였으나 30%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되었음

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 1,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액공제 전환 전

보다 큰 공제비율(6% → 15%)을 적용받지만 이들

(1) 공익법인의 의의와 세금

가운데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법인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세
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표 9>는 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
원을 기부한 경우의 과거의 소득공제방식과 현행
의 세액공제방식의 세부담 효과를 살펴본 것임
-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1,200만

□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23)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24)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
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
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
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함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제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음25)

□ 기부받은 자(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
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법인세법 제1조 제2호)
24)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25) ‧
‧
‧
‧
‧
‧
‧
‧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
영하는 고유목적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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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
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26)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7)28)

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
이 없어야 함3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
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

◦상증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사용하도

주식수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

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
산’이라고 함29)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

□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
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
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
액에 산입하지 않음 32)

계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하여 상속세를 추징함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또는 10%, 20%)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이사장 및

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같이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와 상관없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에 산입하지 않음

◦또한 공익법인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하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재산 등의 사용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음33)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하며,30) 이사의 선

<그림 2>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26)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7)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28) 다만,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이전 및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함
29)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
되,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증세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30) 이사에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 감사를 포함하지 않음(상증세법 기본통칙 16-13...3 ②)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32)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33)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절에서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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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법인의 준수사항과 납세협력의무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해야 함.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

□ (준수사항)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
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
에서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
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함 34)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
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함.35) 출연받
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1년 연장 가능)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했거나 미사용된 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가 과세됨36)

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
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38)
*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
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 미달사용한

운용소득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39)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준수사항 (상증세법 제
48조 제1항 및 제2항)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1990년 말 상

속세법 개정시 도입된 것인데, 그 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었음.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
화, 경영권의 우회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되었음.40)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해야 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에는 해당 매각금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 및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 및 2년 이내 60% 미달사

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37)

34)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재산세과-540(’10.7.26), 재재산
46014-321(’95. 8. 17)]
35)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은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
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②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
하는 경우를 포함함
36)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37)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하였음(상
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개정이유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함
38)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
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9) 100억 원 상당의 수익용재산으로 10억 원의 운용소득을 획득하여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7억 원 중 4억 원만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을 미사용한 경우의 가산세는 3천만 원[3억 원(미달사용액)×10%]임.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미사용액(3억-0.3억 원=2.7억 원)은
다음연도 운용소득에 가산함
4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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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익법인 주식출연 제한 규정의 연혁
구 분
~1990

내용
규제 없음

1991~1993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

1994~2007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2008~2010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 다만, 2007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10%로 완화(2008.1.1. 이후 주식
출연분부터 적용)

2011~2017.7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더라도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면 그 초과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주식취득 및
보유 제한을 완화

2017.7~2017.12
2018.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조정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
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조정

<그림 3>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계열기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

-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

등(계열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

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

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 제외)의 5%, 10%,

재산가액의 30%(50%44))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

20%4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증여세

과주식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함45)

과세가액에 산입함42)43)

41)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 20%: 3가지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ⅱ)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공익법인 정관에 규정), ⅲ)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공익 목적사업 지출액의 80% 이상 자선·장학 또는 사
회복지활동에 지출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법인)
42) 다음 3가지 공익법인은 지분율 한도 없이 과세 제외함
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 등(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
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ii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43)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
액(5~10% 보유시 1%, 10% 초과 보유시 3%)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기준금액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상증세법 제78조 제9항 제3호)
44)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
4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은 제외함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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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준수사항
구 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일반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출연
·
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계열기업의 주식보유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보유

성실
공익
법인

일반
공익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경우

5%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일반적인 경우

30%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성실공익법인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준수사항 (상증세법 제
48조 제8항)

의무위반시 제재

초과분
증여세 부과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

◦자기내부거래시 준수사항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 자기내부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 간에 내부거래

- 출연자46)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

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

(의료법인은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

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48)을 출연

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지 않고49) 사용·수익하는 경우50)에는 그 제공된

-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

와 관련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함47)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0항)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
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홍보매체의 이용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함51)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경우의
불이익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동법 시
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
하는 경우,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비용이나 행사비용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46)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47) 다만, 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와 관련된 경비는 제외함
48) 2018년 세법개정에서는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를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하여 명확화했음
49)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50)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 등. 예를 들어 영리법인(병)의 주주(갑)이 공익법인(을)에 토지를 출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공익법인은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임
51)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하고,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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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장학회가 여기에 해당되며, 다만 공익

법인이 특정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정관
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
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52)

◦공익법인 해산시 준수사항 (상증세법 제48조 제
2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의3)
-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

업연도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
법인은 결산서류 등55)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56)(종교법인 제
외57))

-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한 때에는 그 잔

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상증세법 제51조)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

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 등을 부
담함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세무서장에게 결산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53)
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54)

장부 및 관련 중요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
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함58)59)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상증세법
제50조)
-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60)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
익사업 운영내역 등61)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
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62)63)

52) 국심2003서1779, ‘03.10.15
5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①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 서식)
②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 서식)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 서식)
④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 서식)
⑤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서식)
⑥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 서식)
⑦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 서식)
⑧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 필요)
54) 미이행시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함
55) 2018년 세법개정에서는 공시대상 서류를 현재 재무상태표, 운영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등에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추가하
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음
56)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함
57)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58)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의 0.07%를 가
산세로 납부해야 함
59) 특정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
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②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함),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
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6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
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61)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62)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제외대상과 같음
63) 미이행시 max(①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0.07%, ② 100만 원)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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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세법 제

*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a.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영수증에

50조 제3항)

실제 적힌 금액 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

-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주

의 2%에 해당하는 금액, b.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a. 외의 경우: 영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 학교, 유

증에 적힌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치원 등 공익법인 제외)64)

* 기부법인별·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

- 2007년 개정된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제한 완

지 않은 금액의 2%68)

화(5% → 10%),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30%
→ 50%)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부가가치세
법 제54조 제5항,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69)

감사를 받아야 함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종교법인 제외, 상증
세법

3. 주요국의 관련 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50조의2)65)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세법 제
50조의4)
- 공익법인 등이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등

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공익

(1) 기부금 공제제도

□ 최근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인 우리나라와
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에 대해 보다 높
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음

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66)
을 따라야 함.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미국은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 50% 소득공제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의 이와 유

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은 기부금의 20~45%를

사한 공익법인 등은 적용제외함

공제함70)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법

◦프랑스는 기부금 공제가 한국과 같이 세액공제

인세법 제112조의2)

대상이지만, 공제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기부금영수증67)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

- 한국은 기부금에 대해 15%(1,000만 원 이상 고

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

액 기부는 30%)를 공제해 주지만 프랑스는 66%

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

를 공제하고 있음

해야 함
- 미이행시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됨

- 프랑스는 개인의 경우 공인단체나 종교단체에 대

한 기부시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소득의 20%
한도)하고, 법인의 경우 공인단체와 공익재단에
기부시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5%
한도)하고 있음

64)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를 부과함
65)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max(① 공익수입금액×0.5%, ② 대상거래금
액×0.5%)를 가산세로 부과함
6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67) 기부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을 받는데 필요함
68) 다만, 보고서 제출의무 및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적용 제외
69)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서 징수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2%
70) 개인의 세율에 맞추어 소득공제받음(기본세율 구간: 20%, 상위세율 구간: 40%, 추가세율 구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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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 세제지원
구 분

내 용

미국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기부금 소득공제

영국

소득공제

일본

기부금액의 20~45% 소득공제 (공제한도 없음)
2천 엔, 2천 엔 초과시 소득의 40% 한도내 소득공제

프랑스

세액공제

한국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소득의 20% 한도)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시 30%)

□ 우리나라 및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영국, 일
본 등은 여전히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속해 있음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단체, 기부내
용 등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71)
-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72)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

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주요국 개인기부금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음
(2)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 및 과세

□ 미국과 일본은 공익법인에 대해서 주식보유를 제
한하고 있으나 그 한도나 예외사항이 우리나라보
다 엄격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 다른 형태의 재단
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시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15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함73)
- 영국의 경우에도 기부금액의 20 ~ 45%를 공제하

고 있음(공제한도 없음)

◦일본은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
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음74)
-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미국은 1969년 연방세법 개정으로 민간재단의 보
유주식 지분을 제한하고 있음 76)
◦과세상 혜택을 받고 있는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
이 지배되는 경우 세금납부기업과의 경쟁이 불
공정해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의 영리사업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
◦민간재단에 허용되는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중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및 지정기부금 등 모든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있는 주식이 20% 이내여야 함

금액(2천 엔, 2천 엔 초과시 40%)이 동일하지만,

- 예외적으로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 법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가

지배되고 있는 경우 35%까지 허용될 수 있음77)

상이함.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은 소득금액의
100%, 일반법인은 6.25% 내지 2.5%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있음75)
71) 김수성·문성훈, 전게논문, p.72
72) 50%: 정부, 교회,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30%: 일반 공공단체, 20%: 일반 공공단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 기부시
73) 적격 기부는 공익목적을 가진 단체가 영구적으로 그 목적을 다해야 함(26 CFR §1.170A-14)
74)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75) 10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 6.25%: 특정공익증진법인, 2.5%: 일반 기부금단체
76) IRC §4943(c)(2)(A)
77) IRC §4943(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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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있는 주식의 2% 또는 총발행가액의 2%

- 또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이내에서는 어떤 기업의 주식도 제한없이 보유할

가 그 취득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정공익

수

있음78)

증진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은 상

◦이러한 보유한도를 넘어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
유주식가치의 10%가 가산세로 과세됨79)

속세를 과세하지 않음83)84)
-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상속세 또는 증

- 이후에도 초과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200%의

여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출연받은 주식은 5년간 유예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상속

기간이 인정됨

세 등을 과세함85)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익법인의 출연받
은 주식 제한에 대하여 상속세법 등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 주식보유는 ‘운용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와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기부되어진
경우’에 인정됨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익인정의 기준으로 “주주총회
또는 그 외 단체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지 않
는 경우”를 정하고
- 주식보유

인정시

있음80)
보유한도는

- 또한 공익법인 및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재산의 증여 등을 행한 경우 ① 설
립자, ② 사원, ③ 이사 또는 감사, ④ 증여자 및
그의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 등이 그 법인의
시설 이용, 여유자금 운용, 해산시 재산의 귀속
등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독일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는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음
◦세제를 고려한다면 독일의 재단법인은 공익재
단, 가족재단, 이중재단으로 나누어지고, 이중재

주식발행총수의

50%이며,
- 주식보유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공익법인의 사

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81)를 기재하여
보고해야 함

◦한편, 공익법인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
한 재산으로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단과 같이 사익과 공익이 혼재된 재단을 인정하
는 것이 특이한 점임
◦(공익재단)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자선법인, 교
회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며, 상속 후 2년 내에 그 재산을 공익
법인에 출연한 경우 이미 성립한 상속세를 소멸
시키는 효력을 인정함86)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음82)
78) IRC §4943(c)(2)(C)
79) IRC §4943(a)(1), §4943(b)
80)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하여 공익인정법 제5조 제15호에서 “다른 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식 그 밖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
지 않을 것. 다만 당해 재산의 보유에 따라 다른 단체의 사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 제15호 단서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그 외의 단체의 재무 및 영업 또는 사업의 방
침을 결정하는 기관에서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81) 영리기업 기본사항, 주식취득일, 보유사유, 공익법인과의 관계 등
82) 일본 상속세법 제12조 제3항
83) 일본 상속세특별조치법 제70조 제1항
84)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상속 후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음
85) 일본 상속세법 제66조 4항
86)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 pp.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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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재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재단

-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Volkswagen Stiftung)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대

공익재단과 가족재단이 출자자로 참여하되, 공익

체로 회사의 경영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재단은 그 지분의 90%를 소유하면서 그 의결권

◦(가족재단) 재단이나 기타 단체가 특정한 가족
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
적과 보유재산을 연결시키는 경우 가족재단으로
보고, 이 경우 재단으로 최초의 자산 이전 후
매 30년마다 재단의 자산을 상속증여세 과세대
상 자산으로 함87)

은 10%로 낮게 가져가지만, 이익배당에 있어서
는 가족재단과 공익재단이 유사하게 갖는 형태의
이중재단이 허용됨
- 이중재단은 재산의 50% 이상이 공익목적에 사용되

어야 하고, 재단 수익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이중재단의 대표적 사례로는 로베르트보쉬재단

- 가족재단이란 하나 또는 특정 가족의 이익을 추

구하는 사적 재단으로서 가족재단에 대한 무상의

유한회사(Robert Bosch Stiftung GmbH)이 있
음91)

재산출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족재단
자체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함88)

◦(이중재단) 독일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의 출연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 또는 그의 친척들에게
적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89)90)

<표 13> 주요국의 공익법인 주식 관련 규정
구 분

출연기업의 총주식수 대비 취득 제한

추가 의무 조항

미국

20%

-

일본

50%

·20% 초과 보유시 해당 영리기업 공시

영국, 호주

-

-

한국

· 일반공익법인: 5%
· 성실공익법인: 5, 10, 20%

· 계열기업 주식은 30%(50%)까지만 보유 가능

87) 이성봉, “독일의 기업승계 관련 신탁재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경상논총」 제27권 제2호, 한독경상학회, 2009.6, pp.65-67
88) 부어드가족재단(Wuerth-Familien stiftungen)의 경우 부어드(Wuerth) 그룹에 대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
89) 독일 조세기본법 제58조 제6호
90) 신상철,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12, pp.64-67
91) 보쉬(Bosch)사는 유한회사이며 비상장회사로서 지분의 92%를 로베르트보쉬 재단이 보유하되 의결권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7.79%를 그 후손이 갖되 7%의
의결권을, 0.01%를 로베르트보쉬 산업신탁(Robert Bosch Industrie treuhand)이 보유하되 의결권의 93%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1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
업을 존속시켜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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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부 관련 세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온 것
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기부

1. 기부금의 세액공제 관련

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의 전환으로 그동안 정
부정책의 취지가 약화되었음

(1)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

제의 문제점

□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개정하여 개인의 기
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음

◦기부 현황에서 본 것처럼 세법개정 후 실제적으
로 기부금 모집 규모가 실제로 크게 축소되었음
- 개인의 기부금이 2012년 2조 원대에서 2016년 1

조 원대로 49% 감소했고, 기부인원도 2012년 86
만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54% 감소하는
등 정부정책이 기부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음

◦기존 소득공제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세부담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 특히 개정된 세법이 적용된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36.7% 감소했고, 기부금 공제액

비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은 41.8% 감소했음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소득공제방식과는 달리 세액공제방식은 소득과
관계없이 기부금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5%보다 낮은 저소득
층은 소득공제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하는
한편,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은 고소득층은 저

◦기부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
므로 기부 활성화라는 효과를 감안하고, 고소득
층의 기부문화 조성이 전반적인 기부확대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때93) 2013
년 세법개정은 고소득층의 기부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켜 기부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임
(2)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선택권 부여

소득층에 비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

□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
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
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기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92)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전에는 지정기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2007년부터 계속

□ 현행법상 기부금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
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부여력이 높은 고소득층
의 기부행위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정부의

증가시켜 왔었음
- 과세대상 소득의 10%에서 15%(2008년), 20%(2010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응능과세원칙이 훼손
되어94)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음

년)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상승했음
92) 우리나라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세금공제율의 변화에 따른 기부행위가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클 것임(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93) 2016년 기준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 중 66.4%를 차지하고 있음
94) 응능과세원칙이 과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기부금을 많이 낸 기부자들이 조세혜택을
더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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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방식으로 회귀

2. 주식기부 관련

함에 따른 정부의 정책신뢰성의 훼손 등을 감
안한다면 기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함
-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
성화 효과가 커질 것임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방지규정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에 대

-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해서도 동일하게 공익법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분을 출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된다는 점

나타났는데, 조세감면으로 인해 기부자가 실제로

은 기부자 입장에서 불합리함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질수록 기부 여부와 기부금
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95)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의 실질적 지배여부 또는
사후지출행위에 대한 통제를 통해 면세혜택을

◦현행의 세액공제방식에 비해 고소득층에 대한

판단하고 있음

세수는 일정부분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가 세

-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일정한 지분을 초과한 것에

수로 사후에 지원해 주어야 할 공익성이 높은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

기부사업을 민간부문이 사전적으로 대신하는 것

로 과세하고 있으며 주식의 활용여부가 과세 여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재정수지

부와 무관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는 큰 변동이 없거나 효율적인 민간부문의 기부

- 공익법인 등 자선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지

로 인해 정부의 사후 지출을 감소시켜 재정수지

분율의 경우에도 미국은 총발행주식 중 20%, 일

가 증가할 수 있을 것임

본은 50%인 것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공익법
인이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자의 기부행위 유도를 위
해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함
◦2018년 세법개정에서 30% 세액공제의 기준금액

비율이 주요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음96)

◦또한, 동일기업의 주식 5% 이상 취득시 증여세

을 하향 조정(2천만 원 → 1천만 원)했으나, 세

를 부과함에 불구하고, 계열기업의 주식보유한

액공제율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를 볼

도를 제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수 있을 것임

이중규제구조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 상법상 지주회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비추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문제가 있음97)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초과하고 있는 것임. 소
득세 최고세율이 42%이므로 세액공제율을 40%
까지 인상하더라도 무리한 조세정책은 아닐 것임

□ 선의의 기부자가 관련된 사례로서, 2003년 기부
자 H는 K장학재단에 180억 재산(주식지분
90%)을 기부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2008년

95)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8.2, pp.143-144
96)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취득주식제한 비율이 원칙적으로 5%, 예외적으로 10%, 20%임
97)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만약 출연할 재산이 주식만이라면 출연 후 그 주식의 70%는 현금화하는 등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가 공익법인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함(박정우,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4,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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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부분을 증여로 간주, 140억의 증여세
를 부과했음 98)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했음. 1심은 주식
기부 전 H가 수원교차로 지배주주였으므로 증
여세 과세요건은 충족되지만, 경제력 세습 없이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K장학재단
의 청구를 인용했음99)

려해야 하고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합
당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함

□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
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익법인
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wealth)의
이전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2심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인 ‘순수

◦미국의 카네기, 포드 재단도 재산 출연시에는

한 기부 의사’만을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상속증여세 회피라는 비판이 있었으나,101) 공익

수는 없다고 판단했음

◦대법원은 1, 2심과 다소 다르게 제도적 관점에

재단들이 미국사회발전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서 K장학재단의 승소를 선고했음. 대법원은 5%

- 포드재단(Ford Foundation)의 경우 1936년 포드

규정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

가문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고, 포드재단은 ‘공공

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주식출연 행위

의 복리를 위한 과학 교육, 자선’을 설립목적으

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방향을

로 하고 있음102)

제시한 것임100)

* 포드재단은 설립 후 한때 재단의 설립이 상속세의

감면을 위한 것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으나,
- H가 K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 주식을 출연한 사

실이 있더라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

1950년 이후 포드재단의 공익활동은 국내외에서 활

발하게 나타났음103)

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H와 K장학재단은 특
수관계가 없다고 판시했고, 그 결과 H의 주식출

◦게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없거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매

로 판결했음

각이 어려워 공익법인에게 불가피하게 주식을

◦대법원 판결은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하면서도 편법적인 제도의 남용은 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공익법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완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행위는 장

증여하려는 선의의 주식기부자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5%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등

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
익법인을 기업의 지배구조강화를 위한 연결통로

98) H는 6촌 동생과 함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에 기증하고자 했으나, 모교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2003
년 K장학재단에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음. 5년이 지나 2008년 과세관청은 H가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는 이유로 K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이에 K장학재단은 2009년 12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음. 소송 진행 중 K장학재단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 의무자인 H에게 가산금까지 더해 증여세 225억 원을 부과했음
99) 5% 초과 지분을 증여로 간주하는 상증세법 규정은 “경제력 세습 방지 규정이므로, 순수한 장학사업에 적용 없다”고 언급하며, 이 규정은 대기업 총수들이 공
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한 뒤 다시 총수 자녀들이 공익재단 소유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라고 함
100)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101) 비판이 이어지며 1969년에 세제개혁법령(Tax Reform Act 1969)이 시행되게 됨.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한 민간공익재단을 미국 내국세입법 §501(c)3에 속
하는 면세 기관으로 분류하면서도, 일반 대중이 기부하는 지역재단과 자선단체와 비교할 때, 세제혜택 정도를 줄이면서 더 많은 모니터링을 받도록 변경되었
음.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자산의 5%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의무를 갖고 있음. 즉, 미국은 민간 재단의 공익성에 대한 기대와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합리적 법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임
102) 설립 이후 포드가에서 보유한 포드자동차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주식을 재단에 기증함으로써 포드재단은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공익재단이 되었음
103) 포드재단은 2018년 기준 123억 6천만 달러의 자산으로 세계 2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5~5.5억 달러를 사회정의와 관련된 일을 지원하기 위해 지
출함("How The Ford Foundation Is Investing In Change". Fast Company. 2018-03-01. Retrieved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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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이용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주요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요건을 살펴보아 비과세의 요건을 추가해야 함

원 이상)에 속하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중요한 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단계에 대한 세

없음106)

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

- 다만, 2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첫 번

회피 여부 등을 따져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임

째,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

- 미국, 독일의 경우처럼 주식취득 단계에서 세법

고 있다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두 번째, 상

상 제한을 완화하고 주식보유 및 관리단계에서

장법인의 주주총회시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회피문제를 해결할 수 있

경, 합병·양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을 것으로 보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공익법인이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한도를 미국처럼

행사할 수 있는 합산 지분율은 30%에서 15%로

의결권 제한 같은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임107)108)

*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경영권 승계 등의 기업지배구

조 강화에 악용되지 않고,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해
유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주식취득 및 보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함

-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함

□ 대기업 공익법인 현황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
의 의결권행사 제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 공익법
인은 37개임(2018년 5월 기준)10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115
개이며, 이 중 총수없는 기업집단(포스코, KT
등) 소속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지분을 갖고 있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의결권 제한

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하면 37개임

□ 2018년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
부개정안 104) 에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
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105)

- 37개 공익법인은 상장법인 51개, 비상장법인 27

개 등 총 78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
므로,110)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열회사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규정 신설 이유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
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

◦개정안에서 규정한 첫 번째 예외 사유는 27개

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비상장법인 계열회사 중 금호(금호아시아나문화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

재단, 죽호학원)가 100% 소유한 6개 계열회사만

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적용받으며,

1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942, 2018.11.30
105)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4조 제2항(부록 2 참조)
106) 부칙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107)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부칙 제9조(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에 관하여 제24조제2항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1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해당 호에 따른 비율로 본다
1. 2022년 4월 30일까지: 100분의 30
2.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00분의 25
3.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00분의 20
108)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권을 유보한다는 취지임
10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2018.8.28
110)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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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외 사유의 경우 51개 상장법인 계열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회사 중 삼성전자 등 9개 계열회사만 30% 이하

주식 출연·취득 제한 등 7개의 준수의무와 결산

의 합산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계열회

서류 보고의무 등 9개의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하

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을 것임

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규정
신설 이유에서 말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혜

- 공익법인의 지분율을 제외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

택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111)

율이 30% 미만인 대한항공 등 12개 계열회사들
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따라 지배력에 영향

- 또한 세법상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 공정거

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

을 받을 수 있음

단의 기업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하기가 어려워

- 단계적으로 합산 지분율이 축소되어 15%로 된다

질 것임112)

면 모든 공익법인이 계열상장회사의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 특히 2016년 기준 소득 500억 초과 기업이 전체

기부금의 64.8%를 차지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수

방어하기에는 불충분함

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집단이 공익

◦외국자본과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증가로

법인을 설립·운영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은 운영

인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는 기업이 증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공익법인
소유 우호지분의 감소는 경영권 보호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줄 것임

□ 공익법인에 대한 일률적인 의결권 행사 제한은 타
당하지 않고,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저해할 우
려가 있음

자체가 힘들어질 것임

◦기부에 대한 불신·기피 현상과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
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결권은 주주가 가지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재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점
도 고려할 필요

산권에 해당하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그 이
유가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함
- 주주의 기본적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의 재산권 행사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 총수의 기업집단 사익편취 수단 등이 될 수 있다

는 우려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유가 미흡함

◦또한 이미 세법상 많은 규제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
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임

111) 상속증여세의 회피 관련해서는 현재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의 모니
터링이 가능한 상황임
112) 기업 입장에서 우호지분을 감소시키면서까지 공익법인을 설립·출연할 유인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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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제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소득공제
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선택할 수 있게 하

□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통하
여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
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
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음

는 것이 합리적임
-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방식으로 회귀

함에 따른 정부의 정책신뢰성의 훼손 등을 감안
한다면 기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
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함

◦이 중에서 후자의 방법은 기부를 통하여 주로

- 기부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

클수록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음

로, 기부금 지출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
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

◦그러나 최근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실제로 기부 규모 및

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임

공익법인도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인 공익사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두 번째,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세법을 고찰해 볼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

아니라 공익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기

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문화의 전사

업의 부의 이전 통로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회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제도의 개선이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필요함
-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단계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

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단계에서 조세회피 여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

등을 따져서 과세해야 함

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한도를 미국처럼 의

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기부가 위축
될 수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선

의의 주식기부자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이 일정비

결권 제한 같은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
록 해야 함

율 이상의 지분을 출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세 번째,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

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세법상 많은 규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함

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며 공익법인의 활동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음

- 총수의 기업집단 사익편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든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는 것으로는 그 이유로 미흡하며, 공익법인은 이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부금 지원세제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의 개
선방안을 제언하려 함
◦첫 번째, 기부금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세액공

미 세법상 많은 규제와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또한 세법상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어 공정거

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기업이 공익법인을 설립·운영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며, 기부에 대한 불신·기피 현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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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
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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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World Giving Index (WGI): OECD 36개국, 2018년 기준

국가명

전체순위

나눔지수

기부

자원봉사

이웃돕기

호주

2

59

71

40

65

뉴질랜드

3

58

68

40

66

미국

4

58

61

39

72

아일랜드

5

56

64

40

64

영국

6

55

68

33

63

네덜란드

11

51

66

37

52

노르웨이

13

50

65

32

54

캐나다

15

49

56

33

57

아이슬란드

17

48

65

27

50

독일

22

46

55

26

58

덴마크

24

46

56

23

58

스위스

26

45

60

37

40

오스트리아

32

44

54

26

52

이스라엘

38

42

53

23

50

벨기에

39

41

45

27

51

룩셈부르크

41

41

50

33

40

스웨덴

42

41

57

13

52

핀란드

44

40

39

26

53

슬로베니아

47

39

35

35

47

스페인

54

36

35

17

56

한국

60

34

40

15

47

칠레

61

34

33

15

54

이탈리아

68

33

35

17

46

프랑스

72

32

27

31

37

포르투갈

83

28

20

15

50

슬로바키아

88

28

31

22

32

에스토니아

109

26

27

16

34

폴란드

112

24

24

15

34

멕시코

114

24

13

14

45

헝가리

120

23

22

12

36

체코

125

22

21

19

26

일본

128

22

18

23

23

터키

131

20

12

9

40

라트비아

137

19

21

9

28

리투아니아

138

19

19

18

N/a

그리스

143

17

7

7

36

자료: CAF, World Giving Index 2018,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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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
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제24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
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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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한 비상장회사 현황
기업집단

공익법인

삼성

삼성생명공익재단

SK

주식 보유회사

공익법인 지분(%)

미라콤아이앤씨

0.15

에스코어

0.14

한국고등교육재단

에스케이건설

0.24

행복나눔재단

행복나래

5.00

대홍기획

20.98

롯데역사

5.33

롯데캐피탈

0.48

롯데장학재단
롯데

롯데닷컴

1.04

코리아세븐

0.58

롯데상사

0.38

북일학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0.42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현대오일뱅크

0.25

한진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기업

10.00

부영

0.79

우정학원

대화도시가스

5.00

동광주택산업

1.96

대림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6.20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코퍼레이션

0.58

대림학원

대림코퍼레이션

2.71

경원문화재단

유미개발

25.73

영풍문화재단

영풍문고

10.00

금호고속

12.70

케이알

100.00

케이에이

100.00

케이에프

100.00

케이오

100.00

롯데문화재단

한화

부영

대림

영풍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

죽호학원

코오롱

재단법인꽃과어린왕자

금호고속

4.76

케이아이

100.00

케이지

100.00

스위트밀

19.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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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한 상장회사 현황
(단위: %)
기업집단

삼성

공익법인

주식 보유회사

공익법인 지분
(A)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물산

1.69

31.28

32.97

삼성생명보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에스케이씨
에스케이케미칼
엘지
엘지화학
엘지상사

6.86
0.81
0.09
0.22
3.21
9.00
4.46
0.33
0.57
0.19
0.96
2.42
0.03
0.04

40.16
19.84
19.66
29.50
15.09
29.99
34.88
40.00
41.86
41.50
35.29
44.09
30.07
26.27

47.02
20.65
19.75
29.72
18.30
38.99
39.34
40.33
42.43
41.69
36.25
46.51
30.10
26.31

롯데지주

3.97

34.40

38.37

롯데칠성음료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푸드
지에스건설
지에스
한화
한화케미칼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현대미포조선
오리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두산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엘에스
E1
삼호
고려개발
대림산업
영풍
고려아연
금호산업
효성
오씨아이
코오롱글로벌

6.27
0.03
0.15
8.69
4.10
1.04
1.59
1.40
0.15
3.03
3.03
3.06
2.35
0.43
0.58
0.11
0.001
7.34
3.33
3.35
3.97
0.01
0.92
0.24
0.30
0.80
0.78
0.20
1.67
0.76
0.04
0.02
0.54
1.59
0.51

46.68
53.52
60.51
59.44
44.10
24.81
45.66
34.23
36.53
33.04
34.64
31.69
30.96
42.66
65.09
47.78
33.83
45.10
29.99
25.57
29.19
59.53
42.29
41.58
32.99
44.53
73.87
47.87
21.85
73.29
48.50
48.77
37.80
20.84
76.02

52.95
53.55
60.66
68.13
48.20
25.85
47.25
35.63
36.68
36.07
37.67
34.75
33.31
43.09
65.67
47.89
33.83
52.44
33.32
28.92
33.16
59.54
43.21
41.82
33.29
45.33
74.65
48.07
23.52
74.05
48.54
48.79
38.34
22.43
76.53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현대자동차

현대차정몽구재단

SK

한국고등교육재단

LG

엘지연암문화재단, 엘지연암학원
엘지연암문화재단
엘지연암학원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데

롯데문화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장학재단

GS

남촌재단
동행복지재단

한화

북일학원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두산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재단, 동대문미래재단

한진

일우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정석인하학원
정석인하학원

CJ

씨제이나눔재단, 씨제이문화재단

LS

송강재단

대림

대림학원

영풍

경원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
효성
OCI
코오롱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동양학원
송암문화재단, 송도학원
오운문화재단

최대주주 지분
(B)

전체 지분
(A+B)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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