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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부적정

국세청(본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
라 한다) 제48조 제11항 제1호 등에 따라 공익법인 관련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데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되,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금지
등 8가지1)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출연받거나 취득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증법 제48조 제9항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공익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2)(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한다)
1) 이외 요건은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같은 법 제
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공익
목적사업 사용,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 금지, 같은 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 금지임
2)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
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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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50%3))를 초과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말 현
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초과보유 가산세”라 한다)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실공익법인은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4)하고 있다.
[표 1]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한도 완화 등 세제 혜택 규정
관련 법령

성실공익법인

일반 공익법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을 출연
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20%주1)) 초과 금지

초과 시 과세사항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을 출연 ￭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증여세 부과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 초과 금지

상증법
제48조 제1항 ￭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및 제2항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있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가액에 증여세 부과
총수(출자총액)의 10%(20%주1)) 초과 금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 초과 금지
상증법
제48조 제9항

￭ 적용 제외(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 ￭ 30%(50%) 초과 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100%까지 보유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30%(50%2))
보유주식의 매 사업
가능)
초과 금지
연도말 현재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주: 1. 2018. 1. 1. 이후 출연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출연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적용
2.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
자료: 상증법 등 관련 법령 재구성

특히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이 상증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제1항에서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제3항에서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상증법 제50조의2 조문 제목 및 내용 >
□ 상증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이하 각 호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
4)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100%까지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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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한 상
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전용계좌 신고까지 포함되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 3. 6.) 및 법제
처의 유권해석(안건번호 20-0359, 2020. 9. 28.)5)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
로서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한 것은 제50조
의2 규정 전체를 인용하기 위해 조 제목을 그대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등 규정체계와 입법취지6)를 고려할 때 ‘전용계좌의 신고’는 성실공익법인의 요
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
▪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359) >
▪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전용계좌를 개설
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 추가 개설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임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전용계좌 개설신고
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까지 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계좌 사용 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과세당국이 공익법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또한 전용계좌를 개설·신고·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구 상증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및 구 상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2019. 3. 20. 기획재
5) 감사원이 법령해석 요청(2020. 7. 3.)한 데 대해 법제처가 2020. 9. 28. 법령해석 회신함
6) 2007. 12. 31. 상증법 개정 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방식의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도입되었고, 그 내용도 유사함.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종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또한 상증법과 마찬가지로
법문 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유권해석(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과-1758, 2009. 11. 13.), 조세심판(2011. 12. 8. 조심2011부3086 등), 법원 판례(대전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1구합305 판결 등) 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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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으로부

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용계좌 개설신고서’ 등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7)받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과 국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2018. 2. 13.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개정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8)이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국세청(본청)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증여
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실공익법인의 세제상 혜택
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거나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것으로
직접 확인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9. 11. 18.～12. 20.) 중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가.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이사 수 제한(5분의 1 이하) 요건 불충족
국세청(본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 8. 29. ○○재단법인과 재단법인 □
□을 포함한 19개 법인과 2014. 2. 27. △△장학회를 포함한 43개 법인 등 2차례
에 걸쳐 계 62개 법인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확인 결과를 통보받아 해

7)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을 통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8) 2018. 2. 13.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개정되어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
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
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
익법인과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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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단을 각 관할 지방국세청을 거쳐 각 세무서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62개 법인 중 ○○재단법인 등 3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2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명단에 포함된 ○○재단법인(현 재단법인 ▷▷9))의 경우 이사 14
명 중 3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이면서 2009. 12. 31. ▽▽로부터 주
식회사 ◁◁ 주식 29,970주(발행주식총수 100,000주의 29.9%)를 출연받아 내국법인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보유하고 있었다.
[표 2] 재단법인 □□ 등 2개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등 현황
(단위: %, 천 원)
공익법인
(관할 세무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재단법인 □□
(남대문세무서)

◇◇(주)
(주)♡♡

이사 현원 제한
초과 사업연도

총 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 보유 비율

2011사업연도

69.421)

644,373

32,218

2012사업연도

96.452)

1,615,447

80,772

2013사업연도

2)

2,856,334

142,817

98.43

소계

△△장학회
(서초세무서)

(주)♤♤
♧♧(주)
☆☆(주)
●●(주)

초과보유 주식의
사업연도말 시가
(A)

-

초과보유
가산세(=A×5%)

255,807

2009사업연도

86.312)

742,348

37,117

2010사업연도

2)

614,873

30,743

2011사업연도

2)

87.93

869,976

43,499

2012사업연도

89.422)

938,290

46,915

86.15

소계

-

158,274

합계

-

414,081

주: 1.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30% 초과
2.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50% 초과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또한 [표 2]와 같이 재단법인 □□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이사 9명 중 2명)하면서
총재산가액 대비 ◇◇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50%를
초과하였고, △△장학회도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출연자 및 그의 특
9) ○○재단법인은 2015. 4. 15. 재단법인 ▷▷으로 법인명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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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계인이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이사 5명 중 2명)하면서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회
사 ♤♤ 등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50%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는 ○○재단법인 등 위 3개 법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48
조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3년 8월(날짜 모름) 국세청(본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이 성실공
익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의정부세무서는 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가액(572,512,160원
=24,970주×주당 22,928원, 의결권 있음)에 대하여 증여세 251,579천 원(가산세
139,826천 원 포함)을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 8월(날짜 모름)과 2014년 2월(날짜 모름) 국세청(본청)으로부
터 재단법인 □□과 △△장학회가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남
대문세무서(전 분당세무서 관할) 및 서초세무서는 [표 2]와 같이 재단법인 □□
및 △△장학회에 대해 2012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초과보유 가산세 계 255,807천 원과 158,274천 원을
각각 부과10)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2019. 12. 20.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법인11)에 대한 증여세
251,579천 원과 재단법인 □□, △△장학회에 대한 초과보유 가산세 계 414,081
천 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나.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신고 요건 불충족
국세청(본청)은 2017년 7월(날짜 모름)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이 포함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사후관리 점검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10) △△장학회의 경우 2007～2008사업연도 초과보유 가산세 140,195천 원은 부과제척기간(10년) 만료로 일실
11) 2019. 12. 24. 증여세 251,579천 원을 자진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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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할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재단은 설립일(2010. 12. 17.)로부터 전용계좌 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2014. 1. 27.(3년 1개월 경과)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였고 전용계좌를 신고하
지 않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의 주식가액이 93.99～94.25%를 차지하여 총재산가액 대비 특수관
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30%를 초과하였다.
한편 국세청 관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
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에 대
하여 상증법 제48조 등에 따라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 전용계좌 지연신고에 대한 초과보유 가산세 부과 사례 >
▪ 국세청(강남세무서)은 2017. 2. 27.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단이 전용계좌 개설‧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고
서 같은 해 3월 재단 설립일(2014. 6. 26.)로부터 전용계좌 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2015. 1. 21.(7개월 경과) 전용계좌를 지연
신고한 사실을 확인 후,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주) 주식의 보유 가액이 총재산가액 대
비 각각 88.62%, 92.02% 차지함에 따라 30%(50%)를 초과하는 주식가액에 대한 초과보유 가산세 267,550천 원을 부과

따라서, 국세청(본청)으로부터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사후관리 점검대상 명
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은 전용계좌 신고를 포함한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초과보유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1월 ▲▲재단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
건 충족 여부 검토 등 사후관리 점검을 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 8. 22.
▲▲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12)받았다는 사유로 [표 3]
과 같이 초과보유 가산세 3,550,619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13)
12) 기획재정부는 ▲▲재단에 대하여 2014. 2. 27. 전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2012사업연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등에 통보하였으나 위 재단이 2013사업연도에도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
28. 신고한 데 대하여 2014. 8. 22.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통보함
13) ▲▲재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174백만 원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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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재단의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등 현황
(단위: %, 천 원)
공익법인
(관할 세무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재단법인 ■■
(반포세무서)

전용계좌 개설･사용･신고
의무 위반 사업연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 보유 비율

2011사업연도

94.16

1,062,349

2012사업연도

94.25

1,266,569

2013사업연도

93.99

1,221,701

합계

-

3,550,619

주식회사 ▶▶

초과보유 가산세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이를 포함하여 [표 4]와 같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재단 등 6개 공익법인
에 대한 증여세 계 64,620천 원, 초과보유 가산세 계 4,374,978천 원, 전용계좌 미
신고 가산세 계 233,723천 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표 4] 전용계좌를 미신고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 미부과 명세
(단위: 천 원)
미부과 세액
소관청
(관할 세무서)

공익법인명

설립일

계좌신고일

특수관계 내국법인

서울청
(반포세무서)

재단법인 ■■

2010. 12. 17.

2014. 1. 27.

주식회사 ▶▶

-

서울청
(잠실세무서)

재단법인 ◀◀재단2)

2015. 10. 8.

2016. 2. 22.

◆◆ 등 4개 법인

-

서울청
(서초세무서)

재단법인 &&3)

2013. 5. 3.

2015. 7. 14.

◬◬ 주식회사 등
2개 법인

-

6,495

7,545

서울청
(성동세무서)

◎◎재단4)

2013. 4. 10.

2017. 11. 16.

주식회사 ★★

-

410,054

13,245

대전청
재단법인 ⊙⊙재단5) 2013. 9. 30.
(북대전세무서)

2014. 9. 30.

특수관계
내국법인 없음

-

-

19,966

광주청
(북광주세무서)

2015. 4. 9.

◈◈주식회사
등 3개 법인

64,620

139,423

7,726

재단법인
▣▣재단3)

2013. 8. 23.
합계

주식 5%
초과 출연에
대한 증여세

64,620

초과보유
(30%)
가산세

전용계좌
미신고1)
가산세

3,550,619

-

268,387 185,241

4,374,978 233,723

주: 1.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①공익사업수입금액×0.5% ②대상거래금액×0.5% 중 큰 금액을 부과
2.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확인 미신청
3. 재단법인 &&와 재단법인 ▣▣재단의 경우 2015. 8. 24. 기획재정부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통보
4. ◎◎재단의 경우 2019년 8월 국세청이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과세대상인 2013~2015사업연도는 성실공익법인 확인 미신청)
5. 재단법인 ⊙⊙재단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15. 2. 11.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통보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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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증법의 해석상 ‘전용계좌 신고’는 성실공익법
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면서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는 등 성실공익법인 요건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
세누락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법인 세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단법
인에 대하여 징수가 누락된 증여세와 재단법인 □□ 및 △△장학회에 대하여 징수
가 누락된 초과보유 가산세를 징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재단법인 &&
등에 대하여 징수가 누락된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
련하고 기획재정부(세제실)의 세법해석 결과14)에 따라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
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국세청장은
① 남대문세무서장 및 서초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 이사 수 제한(5분의 1 이하)
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단법인 □□ 등 [표 2]에
기재된 2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징수가 누락된 초과보유 가산세 계 414,081천 원
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할

사항

14)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2월 ◀◀재단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재단이 설립일
인 2015. 10. 8.로부터 전용계좌 신고기한(3개월)이 지난 2016. 2. 22.(4개월 경과)에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데
대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이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2
월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본청 징세법무국은 감사기간 중인 2019. 12.
16.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질의함.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0. 3. 6. “공익법인 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
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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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초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단법인 ■■재단 등 [표 4]에
기재된 6개 공익법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11항 및
제78조 제10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가 누락된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증여세 및 초과보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앞으로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제한(5분의 1 이하)을 초과하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
익법인에 대해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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