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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본 책은 지난 10년간의 컨설팅 사례들을 바탕으로 2016년 개정되는 법과 

변화되는 제도를 반영하고, 지난 10년간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예술경영컨설팅을 

운영하며 축적된 유용한 정보와 2015년 한 해 동안 수시 및 전략컨설팅을 

운영하며 축적된 다양한 컨설팅 사례들을 보완하여 「예술경영컨설팅 FAQ」에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온·오프라인에 축적해 온 실제 컨설팅 사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예술 

경영 컨설턴트와 현장 종사자들이 함께 엮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무, 회계, 인사·노무, 기부금, 저작권, 

계약, 국제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원만 

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은 때로 멀기만 합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덜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획·구성한 

「예술경영컨설팅 FAQ」가 실무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작은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술경영컨설팅 FAQ」가 문화예술 현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우리 문화예술 현장이 함께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자는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Q&A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PART 1은 문화예술단체가 갖출 수 있는 다양한 단체나 법인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각 단체 및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등록 및 법인의 설립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2는 문화예술단체의 회계 및 세무관련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부터 회계 

장부관리와 세금납부까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컨설팅의 

가장 잦은 문의내용인 단체유형별 세금납부 의무사항 및 월별 세무일정을 

정리하여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 업무 시 놓치기 쉬운 국제조세 관련 내용을 Q&A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3은 직원, 단원, 예술 강사, 예술가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인사·노무 업무를 위해 실제 컨설팅이 이루어 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Q&A를 구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 4대 보험,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등 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2016년 변경되는 관련법 및 제도를 추가하였습니다.

PART 4는 수시 및 전략컨설팅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실제 컨설팅이 이루어 

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기부금 회계·세무처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 Q&A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PART 5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수시컨설팅에 

자주 문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저작권의 등록, 

이용허락, 신탁, 침해와 관련하여 이슈별 사례들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Q&A로 구성하였습니다. 

PART 6은 예술경영 수시컨설팅 법률분야에서 실제 컨설팅이 이루어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공연단체가 국내·외 계약을 추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Q&A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계약 추진 시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행정업무에 대한 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PART 7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를 포함한 문화예술분야의 

주요 제도의 개념, 지정 및 인증요건, 신청방법, 혜택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원활하게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실 때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gokams.or.kr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 www.artsdb.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믿을 수 있는

예술경영컨설팅 서비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예술단체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2개 분야에서 상담 컨설팅을 제공한 이래, 점차 분야를 확대하여 단체(법

인)설립·전환, 회계, 세무, 인사·노무관리, 저작권, 계약, 국제교류, 기부금,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정책·제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등 12개 중점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 + 경영

컨설팅

단체설립·운영

인사·4대보험

계약·저작권

홍보·마케팅

회계·세무

정책·제도

국제 교류

기부금



수시로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컨설팅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온라인컨설팅 프로세스

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은 분야별 전임 컨설턴트에게 전달되어 2~3일 이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또, 답변 완료 시 만족도 등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artsdb.or.kr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❶ 홈페이지 접속
www.artsdb.or.kr

상담분야 구분 후, 질문게시

❷ 상담신청

상담완료 후 만족도 조사

❺ 상담신청

컨설팅 지정 및 답변 전달

❸ 접수완료 빠른 시간 내 
답변 제공

만족도
조사 반영
상담서비스
질적향상

SMS 및 안내메일 발송

❹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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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012 

01 단체의 법적 형태
1)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 형태가 

아닌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운영해가는 것을 단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나

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 관련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조직 자

체의 ‘법적형태’를 갖추는 것은 법률관계 전반의 문제(세금문제 포함)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문화예술단체들의 법적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① 임의단체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② 법인격 없는 사단 (일정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 인정되는 단체)

③ 개인사업자 (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개인 명의로 활동하는 단체) 

④ 비영리사단법인 

⑤ 비영리재단법인 

⑥ 영리법인 (대부분 주식회사)

⑦ 협동조합

문화예술단체들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의 하나입니다.

① 개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등록증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③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나 법적형태와 사업자등록 유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적형

태가 ‘비영리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사업자등록증-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일반개념

참고

문화예술단체 
법적형태의 종류

문화예술단체 
사업자등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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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1) 임의단체의 개념02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설립자 및 재산 등이 임의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동호회)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상당기간 임의단체로 유지

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

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

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고유번호증 소지단체의 세무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조서신고 (매년 2월말, 근로, 퇴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매년 3월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년 2월10일까지)

그러나 임의단체는 법적으로는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사회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법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의단체는 비영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

며 비영리단체로 대우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로 운영

하면서도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 단체 운영과 관련한 수익사업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

야 합니다.

임의단체 등록과 
개념 클래식기타 연주 동호회를 5년간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 동호회원들과 함

께 문화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주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회원들

의 회비와 문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지원사업 신청을 

알아보던 중, 임의단체라면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유번호

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임의단체란 무엇인가요? 또한 임의단체로 등록한 이후,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참고

임의단체의  
한계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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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

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

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

다.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고유번호증)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

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우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우측 상단에 ‘법인번호’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우측에 

‘법인번호 :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으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 란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 란이 있으나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공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 ： (부여된 법인번호가 명시되어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

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

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

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임의단체
2) 법인으로 보는 단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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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

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

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

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

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82-***** 

형태의 번호)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민법」 상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단체의 형태는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다면, 대표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으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 변경 가운데 번호가 80인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사업 신

고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가운데 번호가 82인 고유번호증을 새

로 발급받았습니다. 이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대표자가 사임하더라도 폐업신

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만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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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의단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 및 원천징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추후 수익사업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단의 형태를 이루고 구성원들 간에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고

려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신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시

면 됩니다. 

[단체 등록 단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

고유번호증

교부

비영리 

사업 운영

수익사업

신고

법인사업자

등록증 교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

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

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

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

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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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표준정관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비영리민

간단체 표준정관의 구성항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정관의 구성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작성 시 참고해 주시고, 항목별

로 단체의 상황에 맞게 목차를 구성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용

1. 총칙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 및 임원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3. 이사회 및 총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5. 회계 및 재정

재산의 구분

수입금

출자 및 융자

회계연도 및 보고

6. 보칙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부칙 시행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정관 극단으로 활동 중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정관’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법인정

관 양식을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저희 단체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참고할만

한 양식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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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자연인인 개인의 인격체가 영리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혼자 또는 직

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동업의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개인사업자는 영리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의 구성을 하면서 상거래적인 이유로 단체의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

록한 경우에는 법 또는 형태만 영리단체이고 내용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경우로 판단해

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설립과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이 쉽고 간편하며, 

최소 사업자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신생 단체일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장 간단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개인의 다른 재산이 분

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단체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단체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

상에 단체 대표자의 개인재산이 포함)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

모 이상의 단체에서는 법인격 취득을 통한 재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 신청

개인사업자의 장점

개인사업자의 단점

임의단체
3) 개인사업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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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 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재단)에 법인(法人)이 됩니다. 「민법」 등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상

법」은 영리법인에 대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① 공법인 / 사법인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인 기준으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조직법」, 「지방자치

법」, 기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에 근거하여 민간

이 설립하는 상사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사법인에 해당합니다.

②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 혹은 비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으로 분류합니다.

    ※   비영리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부수적인 범위 내에서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사단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의 개념

법인의 종류

03 비영리법인
1)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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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

적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

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 혜택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인 수익사업을 하

는 것도 허용합니다. 오히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비영리

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

다.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정관작성 등 설립행

위를 하고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입니다. 이

렇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구성원 전부의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단순화

하여 처리하고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수

행에 뜻을 같이한 구성원인 회원의 설립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고유목적사

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의 결합체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개념과의 구별

① 비영리민간단체

일반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이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목적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하면 국가

나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 지급 또는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중에서도 “학자금·장학

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각종 세제 상

의 혜택을 얻는 대신 주무관청으로부터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입니다. 

③ 특수법인(특별법인)

특수법인은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개별적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특수법인은 예술의전당(「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에 근거),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예술교육지원법」(부칙 제2조)에 의거)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개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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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성원의 자율성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므로 자율적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므로 타율적

재산의 출연 필수요건 아님 제1의 필수요건

정관변경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적 해당되지 않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절차

①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의결로 정관확정 및 

임원선출

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음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

필수

기관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 해당사항 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임의

기관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활동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

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

로 활동

비영리법인의 
종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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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를 말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가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

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

로 정관에 따라 해결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법인

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기관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

립총회에서 확정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

여 인정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입니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 등의 

일을 합니다. 

기관구성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사람으로 1명도 상관없다.

단, 반드시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사원총회’는 구성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최초 설립 시의 이사 및 감사

는 출연자(들)의 정관작성 시에 확정된다.

① 사단법인

참고

② 재단법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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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법인입니다. 다

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부수적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소비·지출 행위는 원가를 보상받기 위한 수익기대 없이 이루어지며 효

과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이란 사적소유와는 구분되며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출연자들은 직접 또

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자원조달은 민간의 출연이나 부담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보

조금으로 조달됩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의 출연 없이 강제적 

분담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으로도 자원이 조달됨으로써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한정)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

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이사 또는 청산인 등이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

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또한 당해 비영리법

인은 출연 받은 재산의 유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

야 합니다.

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②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음

③   사회적 요구에 의한 
자본조달

④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함

03 비영리법인
2) 비영리법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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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일반적인 개념과 「세법」 상의 개념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

분됩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치, 의미, 

정체성 또는 주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영역의 범위와 그 내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은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마

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조직의 미션과 비

전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임원, 회원, 후원자 등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약속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정관상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이 「세법」 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등의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념

세법상 개념

03 비영리법인
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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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목적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목

적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관리(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별도의 수익사업 비중이 더 크거나 조직적인 역량을 수

익사업에만 주력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존재이유 및 정체성을 잃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통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영리법인과 동

일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손금 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

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

를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도 금액을 세금 계산 시 자동적으로 손금에 산입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이 한

도 금액 이상을 결산할 때 단체에서 재무제표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어야 합니다.(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수익사업의 개념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 납부 범위

법인세 감면 방법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03 비영리법인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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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법으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세가 과세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 하였다

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세법」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

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

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

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

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

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

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

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인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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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

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

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

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

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

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

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

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③   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

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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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 수

익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중 축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일부 사

업만을 제외하고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더라도 「법

인세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악기체험교실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

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0

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

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그러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신고하더

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적인 여건도 마련되지 않아, 다른 

사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 신고 저희는 전통악기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입

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저희 정관에

는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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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형태별로 필요한 정관은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교육·컨설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소식·정보에 표준 양식을 다운받아 활

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표준이니 각 단체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필

수 구성 항목과 내용은 조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형태의) 공익법인 재단법인

1. 총칙 1. 총칙 1. 총칙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차별대우의 금지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 및 임원 2. 회원 및 임원 2. 임원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임원의 구성

임원의 선임

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직무

이사장의 직무대행

임원의 대우 및 보수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퇴임 및 해임

3. 이사회 및 총회 3. 이사회 및 총회 3.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회의록

설치 및 구성

이사회의 소집

감사의 의견진술

심의·의결사항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

의결제척사유

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자문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정관

비영리법인등록을 하려 합니다. 정관이 필수 제출 서류인데 작성이 너무 어

렵습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03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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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형태의) 공익법인 재단법인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4. 사무국 및 자문위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사무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5. 회계 및 재정 5. 회계 및 재정 5. 재산 및 회계

재산의 구분

수입금

출자 및 융자

회계연도 및 보고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출자 및 융자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수익금의 처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회계 및 업무감사

재산 및 회계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경비의 조달방법 등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수익금의 처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회계 및 업무감사

6. 보칙 6. 보칙 6. 보칙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정관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의 귀속

운영규정

정관변경

예규·규칙 등의 제정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공고 및 그 방법

부칙 부칙 부칙

시행일 시행일
시행일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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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등기까지 크게 11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내용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② 설립자 구성하기 

 ③ 명칭 정하기 

 ④ 정관작성

 ⑤ 창립총회 개최

설립허가

 ⑥ 설립대상 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⑦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설립등기

 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⑩ 설립신고

 ⑪ 설립등기 보고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

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

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

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

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사단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② 설립자 구성하기 

③ 명칭 정하기

참고

03 비영리법인
6) 사단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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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

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자들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

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

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

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예: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

기도청 문화예술과) 다만 지부 또는 지회가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문화

체육관광부 해당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

① 설립취지서 

② 발기인 인적사항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④ 정관 작성

참고

⑤ 창립총회 개최

<설립허가> 
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⑦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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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필요

⑤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⑥ 재산총괄표

⑦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⑧   회원명부 : 100명 이상인 경우 이상 100명 외 @@명으로 기재  

(설립 허가 담당자가 무작위로 회원 유무 확인함)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⑩ 사업수지예산서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설립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법인의 명칭 변경, ②사업내용 변경, ③허가조건 변경, ④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

성과 과거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함 

※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

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

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를 금지함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가 불가함. 법인의 명칭과 목

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함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검토함)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

토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

금, 전세보증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

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함

⑤ 정관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목록

은 별지 형태로 첨부,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규정, 임원이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정수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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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법인의 정관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 자격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

출해야함

④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

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함

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⑥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⑦ 인감신고서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⑩ 기타 서류

•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 서면은 아니나 정

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함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

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해야 함(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

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무관청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로 

편철), 자산총액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면 승인절차가 원활히 진행됨

<설립 등록>
⑨   관할법원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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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함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

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

기부 제출은 생략)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겨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

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

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⑩   설립신고 
(사업자등록)

⑪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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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비영리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에 대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는 없지만 (설립을 허가

한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설립 시에

도 기본재산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운영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산의 의미로 기본재산의 출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

럼, 기본재산은 사용이 불가하며, 법인해산 시 국가 등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

적으로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기본재산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관 안에 포함시킵니

다. 만약, 현재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 “정관변경” 및 “변경정관의 등기”를 해

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허가권도 주무관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무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담당자에 따라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은 다소 복잡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 해

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자 2인 이상만 구성되면 됩니다. 그러나 사단법

인 설립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에서는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목적 및 방향에 동의하는 최소 100

명 내외의 ‘사람(회원)’명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 시 약 

2,500만 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관련사항은 법제처 사이트에도 나와 있습니

다. 해당내용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조건 주변의 동종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지자체 미술관련(전시, 인터뷰, 작품)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

다. 관련 부처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를 찾아가 의논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사단법인 설

립을 위해서 기본재산이 필요하며,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이 소멸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사단법인 해산 시 관련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00명 내외의 회

원명부도 요청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니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최소 2인이라고 나와 있

는데 어느 기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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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티

켓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인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극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뒤 티켓판매 수입을 얻는다면 

‘목적사업에 부수하는 범위 내’의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작극단의 경우 공연제작 관련한 티켓판매 수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

로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적합한 형태는 아니지만 따라서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개인사업자보

다 이미지 면에서 기업후원 받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

기 위해서는 크게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등기 업무로 구분되어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서는 법

인설립 허가 시 재산의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약 5천

만 원 정도 수준이며, 이 돈은 다시 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등기 업무는 주로 법무

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설립 시점에 법인세를 납부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제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개념)의 50%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예술단체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절차

창작극단을 만들려합니다. 법인으로 만들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것인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수입을 티켓판매와 기업후원, 그리고 공공지원금으로 

단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시 1년 법인세 등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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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정수로 정하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보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사의 사임으로도 이사의 정원이 

유지된다면, 이사의 직무행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바로 등기이사 선임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사임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등기변경 후에 주무관청

에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의 변경 |

•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

•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

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 임원의 퇴임 등기절차 및 서류 |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

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임원의 취임 등기 절차 및 서류 |

•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 연, 월, 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

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

합니다.

사단법인 
이사 사임 및 선임 올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

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요, 5인 이상

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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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를 선택할 때는, 출연자의 출연목적, 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

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법인 형태가 좋다

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다면 기금을 출

연한 사단법인 스스로가 시설의 운영법인이 될 수도 있고, 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단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형태가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내용 중 공익법인이란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비영리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외의 ‘공익

법인’은 특별법 등 법률에 설립 근거조항이 마련된 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 동법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에 대해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문언 상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 운영기관으

로 공익법인 형태를 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가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과 재단법인 모두 가능한데,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 보다 이사선임(5인 이상 15인 이하) 

및 회계투명성 보장 등이 더 엄격히 요구되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감독을 받습니다.

법인설립 형태

민간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

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

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

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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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는 「상법」 상 제도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사업

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B단체의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서 신규 설립한 사단

법인이 B단체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하려한다면 사업가치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으로부

터 객관적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산정한 대금을 B단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가비용의 문제, 개인사업자 형태로 B단체가 조직되어 있어 B단체의 채무가 대

표자 개인채무로 간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수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B단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신규 법인이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영업양수도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A를 설립해서 음악

단체인 개인사업자 B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B에 채무가 많이 있지만 B의 

업력을 버리기가 아까워 인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다고 하

는데, 비영리 사단법인도 가능한지요? 영업양수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B의 채무는 

제외하고 인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며, 영업양수도가 불가능 하다면 다른 절

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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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서부터 등기까지 크게 10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단계 내용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② 재산의 출연 

 ③ 명칭 정하기 

 ④ 정관작성

설립허가

 ⑤ 설립대상 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설립등록

 ⑧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⑨ 설립신고

 ⑩ 설립등기 보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

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

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

적 관계(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① 목적 정하기

② 재산의 출연

비영리법인
7) 재단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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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

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

적 관계(재산출연자의 상속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

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

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정관은 재단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

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함으로써 확정 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

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

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 : 별지 기재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관작성 이전에 출연자들이 상호 협의

하여 출연재산의 규모 및 범위, 임원 선임 등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협

의가 완료되어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명칭 정하기

참고

④ 정관 작성

<설립허가> 
⑤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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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예: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

기도청 문화예술과)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취지서 

② 발기인 인적사항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재단법인의 경우, 통상 재단 설립자(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므로 실질적으

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재단법인의 임원이 선임됨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

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

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⑤ 출연자확인서

⑥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에금 등

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⑦ 재산총괄표

⑧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

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⑩ 사업수지예산서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설립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법인의 명칭 변경, ②사업내용 변경, ③허가조건 변경, ④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

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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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

과 과거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

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

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를 금지함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가 불가함. 법인의 명칭과 목

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검토함)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의 과실로 조성되는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

금, 전세보증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

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함.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기본재산의 연

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⑤ 정관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목록

은 별지 형태로 첨부,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규정, 임원이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정수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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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법인의 정관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

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④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⑤ 재산목록

⑥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⑦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

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함

⑧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

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함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⑩ 기타 서류

•  이사회의사록 :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

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을 첨부하여야 함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다만 「공

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

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

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아야 함

※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무관청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임원별

로 편철), 자산총액증명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면 승인절차가 원활히 

진행됨

<설립 등록>
⑧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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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해야 합니다.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

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

기부 제출은 생략)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겨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

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

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⑨   설립신고 
(사업자등록)

⑩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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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이사 중 7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신임 이사는 선임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그 시점의 재적이사는 6명이라고 해석됩니다.

한편, 조례에 15명 이내의 이사를 두기로 하였으므로 이사의 수를 15명 이내로 유지하면 

되며, 15명 이내라면 13명이든 6명이든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7명의 3분의 2 이상

인 6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의결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이사가 퇴임을 원할 경우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서를 근거로 법인등

기를 하면 됩니다. 이사의 퇴임으로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하게 될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후임 이사의 선임도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서 이와 달리 규정

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근거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  
정족수 문화재단입니다. 지난달 이사 13명 중 7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법인 등기상

으로도 퇴임 처리 하였습니다. 주무관청과 논의가 늦어져 이사회 구성이 늦

어지던 중, 12월 말에 예산안 의결 때문에 재적이사 6명의 3분의 2 이상인 5명의 이사

가 출석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사회의 의결 정족

수가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조례상 임원은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 효력을 가지는 최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재단법인 이사 
변경 민간 문화재단입니다. 이사 중 한분이 퇴임을 원하여 이사변경을 해야 합니

다.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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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은 「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기본적으

로 사단법인에 포함됩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은 법인의 사업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

는 것이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영리법인에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이 있

습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

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

니다.

때문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결합의 전형적인 인적회사이

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

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

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

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

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

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개념

영리법인의 종류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영리법인
1) 영리법인의 개념 및 종류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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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

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

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

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

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

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

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

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자조합은 기존의 통상적인 조합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각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합자조합은 법

인격을 가진 ‘회사’ 형태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조합체(등기 가능)’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는 구별됩니다.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

⑥ 합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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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

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

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주

식, ②자본금, ③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

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

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

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

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

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

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

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

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란

자본금이란

주주의 유한책임

영리법인
2) 주식회사의 개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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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영리법인
3)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발기인을 구성하여, ②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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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

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

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

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

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

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

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제도는 2009. 5. 28.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상법」 

상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

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제4항).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정관’이라고 부르며,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관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

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

호 및 주소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

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
설립의 
차이점

주식회사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자본금의 결정

③ 상호의 결정　

④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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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

에는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1조). ‘종류’란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만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발기인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은 서면에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발기인

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각 발기인이 어떤 종류의 주식

을 몇 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며,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금납입이란 발기인

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은행에 입금

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

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

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이

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

해집니다. 「상법」 제383조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

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

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참

여하지 못하며,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이 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 3항).

⑤ 주식발행사항 결정

⑥ 설립방식의 선택

⑦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 

⑧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

⑨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⑩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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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

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

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

여 뽑습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2조에 의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해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

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

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증받아야 하는 서류 |

•  모집설립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발기설립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절차 |

•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경우 위의 서류 각 3통을 제출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공증된 서류 3부 중 1부는 촉탁인이 보관, 1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 1부는 상업등기소

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세는 등록에 대하여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4/1,000(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

립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배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부합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

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

(http://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발

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

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

로 한정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⑪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

⑫   정관 및 의사록  
공증

⑬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⑭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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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사항 |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

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지점의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설립등기 신청서류 |

•  정관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

에 관한 정보

•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

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

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

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설립등기사항

설립등기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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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표준정관양식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교육·컨설팅>문화예

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소식·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간

략한 목차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작성 시 참고해 주세요.

목차 내용

1. 총칙

상호

목적

사업

본점 소재지 및 지정의 설치

공고방법

2. 주식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하는 수직의 총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주권 불소지

명의개서등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주소등 신고

3. 주주총회

소집

소집권자

소집통지 및 공고

소집지

의장

주주총회의 결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총회의 의사록

4. 임원과 이사회

이사와 감사의 수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

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 의사록

감사의 직무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5.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권한

자문위원회의 의사록

6. 회계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

보칙

사규등의 제정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준용규정

부칙
최초 영업연도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영리법인의 정관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중에 정관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표준 정관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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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임의단체(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로 전환

하는 방법은 ①법인의 해산과 ②사업의 포괄양수도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법인의 해산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후 청산인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등 

청산사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산사무가 종결되어야 법인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의 절차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므로 

소규모 회사가 「상법」에 따른 법인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②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 기타 일체의 영업을 개인에게 양도하고, 영업을 

양수한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및 반대주

주의 주식매수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주주가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회사의 경우 법인해산과 달리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사업 양수도 이후

에도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로 

일정기간 존재하다가 등기소의 직권 말소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질의하신 단

체의 경우 위 ②에서 말씀드린 포괄적 영업양수도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

니다. 그런데, 법인을 임의단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필요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법인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 지정이 자동

으로 승계되지는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문예술단체 지정은 기본적으로 단체의 법

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영업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권리의무가 임의단체(개인사

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종전 법인과 동일하며, 사업 내

용도 동일하다면 주무관청이 인증신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미리 설

명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전환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양수도계

약 및 주주총회 결의 및 의사록 공증 등 혼자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식회사 해산 및 
사업양수도 2년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

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전문예술단체의 자격도 상실되었습니다. 여전히 공연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 영리

법인으로 투자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랜 고민 끝

에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개인사업자로 돌아가더라도 주식

회사로 활동했던 이력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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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기업소속의 예술단체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업이 비영리단

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단체의 자산 양수

도와 고용승계를 하면 됩니다. 기업소속 예술단체는 (해당 예술단체가 영리활동을 하지 않

는다 하더라도) 영리조직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비영리 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 비영리목적의 예술단체를 기업소속으로 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예술단체가 운영하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 등을 

회계처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인 세제상 혜택 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영리

조직인 기업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비영

리 예술단체가 조직변경을 통해 기업 소속의 예술단체 되려 할 때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이

나 지원을 쉽게 받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

다. 단체의 본질적 성격에 변동을 주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소속  
예술단체로 
조직 변경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난 2년간 한 기업의 후원

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후원만을 받다가 최근 기업과 함

께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소속의 예술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 소속의 예술 단체가 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기업 소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술단체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가능

한지, 그 동안 발행하던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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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3)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비교04
개인사업자는 크게 영리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다음

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설립구성원들이 다수이므로 이해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설립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이후 법인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합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란 별도의 설립등기 없이 세무사에 개인사업자등록만 신청하

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개인사업자가 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자 : 영리법인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자본금

과 최소 2~3인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이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개인사업자 : 복잡한 설립등기가 필요 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바로 사

업을 개시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법인사업자 :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액수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2012년에는 최고 38%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부담이 크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의 이익금은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게 됩

니다. 만약 회사의 이익금 또는 회사자금을 대표자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

인용도로 사용하면 회계상으로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형태(대표이사 가

지급금)를 취하므로 대표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기업이익금 및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롭고,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등 임원과 주주는 회사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 등 파산을 당한 경우에

도 회사의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임원과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할 수 없습

니다.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업이 도

산하게 되면 가계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하게 되며,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이 상장된 후에 양도하면 원칙

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영업권 기타 재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

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① 개념 

② 설립절차 

③ 세금의 부담 

④ 이익금의 사용 

⑤ 책임의 한계

⑥   사업양도(매각)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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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영리회사와 구

별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

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설립 시 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법인격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재단, 「협동조합법」 상 법인

의결권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 출자자산에 한해 유한책임

가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

기존의 법제(「상법」·「민법」)를 보완하여 고안된 대안적 기업모델로 시장에서 운영되고 경

쟁하며 시장원리를 따르는 점에서는 기업이며,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공익적인 단

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민법」을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새로운 법인격체로서 활동합니다.

협동조합의 개념

항목별 특징

법인격 측면에서의 
특징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개념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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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목적 조합원 실익제고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복리증진

사업
업종과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 공익증진 사업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배당금지

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 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행정기관

감독
없음 있음

공통점과 차이점

협동조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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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1544-5077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3016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211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협동조합팀) 032-440-4217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 062-613-3591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4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1

경기도 경제정책과(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031-8008-4586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2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043-220-3216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9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담당) 044-211-4232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27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3743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2792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869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2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2-4203

부산광역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070-4269-2593

대구광역시 (사)커뮤니티와경제 070-7862-2944

인천광역시 (사)사회문화정책연구원 032-245-7902

광주광역시 (사)광주NGO센터 062-383-1136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042-382-9924

울산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시원센터 052-222-6176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322-2381

강원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734-1844

충청북도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67-9010

충청남도(세종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70-4632-1762

전라북도 (사)전북사회경제포럼 063-251-3618

전라남도 (사)전남지역발전포럼 061-283-6882

경상북도 (사)커뮤니티와경제 070-7862-2944

경상남도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866-5746

제주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2-4843

협동조합 관련 
광역지자체 문의처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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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

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

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 혹은 조합입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Value)의 실현을 위해 인증받은 형

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Needs)에 의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경영지

원, ②교육훈련 지원, ③시설비 지원, ④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

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자료를 구하시려면 서울시협동조합상담

지원센터(1544-5077)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실 수 있으며 주중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각종 자료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

나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15445077.net)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멘토링과 사례공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는 대표적으로 발레STP협동조합, 

나무시어터 연극협동조합, 전북연극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준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연단체  
협동조합 설립 공연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활동영역이 유사한 단체들

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단원들의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만들고, 협업을 

통해 함께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결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

다.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아직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064 

협동조합은 공통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균질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하시

려고 하는 사업이 협동조합에 맞을지, 아니면, 주식회사가 맞을지 아니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기업 형태가 맞을지는 단체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 판매를 하는데 있어, 공동의 브랜드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개인 악기 제조 판매상들이 모여 피아노 판매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를 통해 소비

자들에게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악기판매상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면, 중소 악기판매상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악기 판매 기업을 차리고 

여기서 이윤을 창출해 대주주인 내가 이득을 많이 보고 싶은 것이라면 주식회사 설립이 

적합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

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기보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

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조합원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자 협

동조합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의 브랜드 창

출, 마케팅, 창고 등의 시설 이용을 통한 사업적 편익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그 사업목

적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악기 제품 제조 업종과 관련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악기 제조자들의 사업자 협동조합

   - 악기 제조상들이 악기를 싸고 질 좋게 만들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만드는 형태

   - 악기 제조를 위한 공동구매, 기술개발과 같은 사업

● 악기 판매상들의 사업자 협동조합

   -   악기 판매상들이 악기 소비자들에게 공동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공동의 브랜드를 만

드는 형태

   - 악기 유통을 위해 공동의 유통망 구축, 브랜드 개발

음악분야  
협동조합 설립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악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창업을 한 

개인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악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판

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악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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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소비자들의 소비자 협동조합

   - 음악인 등 악기 소비자들이 모여 바겐 파워를 형성해 악기 판매상의 단가를 낮춤

   -   악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악기 판매상과 장기적인 거래를 

가지며,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

● 악기 판매상과 소비자가 결합된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와 사업자가 한 묶음이 되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의 시장을 형성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구성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례는 기획재정부 통계 사이트에 (www.cooperatives.or.kr)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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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협동조합
2)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① 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②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을 포함한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③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모집

④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⑤ 설립신고 :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⑦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은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⑨ 협동조합 설립 완료 : 법인격이 부여된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됩니다.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의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의 
정관 필수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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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사본

•5인 이상의 발기인은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 등에 게시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한 발송문 제출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④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본적지포함작성) 및 사진 첨부(가로 3cm, 세로 4cm)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설립동의자명부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서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① 발기인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②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을 포함한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③ 설립동의자 모집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을 포함합니다.

④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⑤ 설립인가 :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⑥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인수인계를 진행합니다.

⑦ 출자금 납입 : 조합원은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⑧ 설립등기 :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⑨ 협동조합 설립 완료 : 법인격이 부여된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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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단,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사업구역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본적지포함작성) 및 사진 첨부(가로 3cm, 세로 4cm)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서

⑩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세부사업계획서)

⑪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만 해당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법」 제 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

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

다. 참고로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협동조합에서 사용 중인 명칭 확인은 www.coop.

go.kr에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예술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및 임의단체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합니다. 3개의 임의단체와 1개의 법인이 뜻을 모아 설립하려 하는데 발기인 

5인을 각 단체 및 법인의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단체의 경우 외

국국적을 가진 분이 대표로 있는데 내국인만 참여할 수 있는지, 조합의 이름은 각 단

체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단체명에도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69 

Part 1
문
화
예
술
단
체
설
립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이 발생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의 단계로 ①총회의 의결 :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희 의사록 작성, ②정관변경 인가 신청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신

청, 신청 시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1부(사

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정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

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③정관변경 인가 절차는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문으로 처리됩니다. ④변경등기 : 아래의 사항

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등기신청 하시

면 됩니다.

| 변경등기사항 |

① 정관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③ 설립인가 연월일

④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②의 경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등기

정관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소재지변경과 조합원의 일

부 변경이 있어 정관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변경 후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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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개념 및 종류 01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

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 하여 특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설립의 최초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예술단체 운영 시에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등록방식에 따라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적용세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

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단,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

인한 후 교부합니다.(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개념

사업자등록 종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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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형태로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

됩니다.

맨 앞 3자리는 등록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초 등록 지역)

1×× : 서울지방국세청 

2×× : 중부지방국세청 

3×× : 대전지방국세청 

4×× : 광주지방국세청 

5×× : 대구지방국세청

6×× : 부산지방국세청

두 번째 2자리는 개인 및 법인 구분코드를 의미합니다.

01 ~ 79 : 개인 과세사업자

90 ~ 99 : 개인 면세사업자

81, 86, 87 : 영리법인(의 본점)

82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4 : 외국법인

85 : 영리법인의 지점

80 : 원천징수만 있는 비사업자 (고유번호)

89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마지막 세 번째 5자리는 등록 또는 지정 일자 순 일련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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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등록
2)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비영리법인 사업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정관 사본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⑤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⑥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영리법인 사업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정관 사본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사업자

영리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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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

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

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사유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등록

사업자등록
3) 사업자등록 정정01



076 

악기판매와 관련한 업종을 검색하시어 관할 세무서에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

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

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페이지를 통해 추가하실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악기제조‘로 검색해보니 33209(세세분류) ‘기타 악기 제조업’이 검색됩니다. 이 코드

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체에서 판단하시어 단체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

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

다. 통계청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페이지를 통해 추가하실 업종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악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국악 관련 업종이 모두 검색됩니다. 업종

코드 관련 “국악”으로 검색해보니 국악교습소 운영 85620(세세분류)로 검색이 됩니다. 이 

코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단체에서 판단하시어 단체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종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

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42조제1항).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및 「민법」 제52조).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추가 현재 타악기공연단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

근 새롭게 교육용타악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악기판매는 어떤 절

차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정정 
업종추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 함께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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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자등록
4)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

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

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

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홈텍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구분 유형별 휴ㆍ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

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

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

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

시일부터 폐업일 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

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

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휴·폐업 신고

휴·폐업일의 기준

휴·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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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

의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간이과세

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매입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구 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O X O X X

계산서 X O O X X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와 「민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1년에 2번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54조제5항)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년에 1번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납부의무가 있는 면

세사업자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 단,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부과)가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한 다음연도 2월 1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있습니다.

차이점 

① 영리성 유무

②   계산서 발행  
유무

참고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사업자등록 유형
1)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차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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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자의 정보를 

담은 증서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발행의 유

무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 구분되

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

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가진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세법」 상 절

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신

고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의 세금납부 의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

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차이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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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

기 위해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기금을 신청하실 경우, 지원기

관에서 필수 제출서류로 단체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등

록증의 유형은 고유번호증,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단체등록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기 위한 ‘사업자등록’의 방법

이 있고, 이와 동시에 조직 자체의 ‘법적형태’를 갖추어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단체의 주요사업과 향후 사업규모를 판단하셔서 결정해야겠지만, 소규모 예술단

체인 경우 규모가 작고 행정절차, 소요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의단체의 형태를 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가 되시려면, 관할세무서에 단체

명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나, 법인

격이 없는 말 그대로 임의의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단체등록증의 의미는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세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규모예술단체 
등록형태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과 극작, 작곡을 전공한 동기들이 모여 공연단체를 만

들고자 합니다. 향후 연2회 정도 정기공연을 올릴 계획이 있고, 저희가 만든 

창작공연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구

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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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체형태

에서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

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단체는 동일한 인격체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표자와 동일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립과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단체에게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장 간단하고 적합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후, 기업이 요청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다음연도 5월말

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없어 적자가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

금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며 급여와 단체의 

소득을 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타 부가가치세 및 원천

징수, 지방세 등 대부분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표자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지원금과 대표의 자

체자금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연 6회 공연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승낙하였습니

다. 그런데 기업에서 공연료를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고 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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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8조와 「법인세법」 제111조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

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

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차이점

면세사업자의 등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참고

사업자등록 유형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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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귀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면세용역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사업자가 비영리단체인지 또는 무료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세되나(「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 문의의 초청공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

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음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참조).

한편,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반드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사업자(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이 많아도 

환급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소득세의 경우에도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에 대한 
오해 저희 단체는 음악을 하는 예술단체입니다. 단체 등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초청공연이 들어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받

아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저희 단체는 대부분 무료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영

리단체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사업자등록 후에 

납부 세금이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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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들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아닙

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전자출판물도 포함하며, 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함

•예술창작품, 예술행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등), 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또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 

혹은 법인(단체)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안별 면세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저술, 도서,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 요리,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용역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을 통하여 연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대

가를 받는 용역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상담소, 직업소개소, 창업상담용역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모두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

는 어디까지 인가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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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이 면세업종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

다면 정부에서 후원하는 행사를 한다면 그 때는 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

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

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다른 극단도 위의 기준에 의하면 면세사업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무서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면세/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면세기준)을 

토대로 귀 극단의 사업내용을 잘 설명하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 인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극단은 비영리단체로 고유

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지원금과 

자체회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지원금과 회비등 연1,500만 원 정도인 

영세극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공연+교육연극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학교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 극단들은 대부분 면세사업

자로 등록하고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저희 극단은 절

대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극단의 면세사업자 등록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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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부법”) 제26조에 나열되어 있으

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매출 또는 

면세매출의 구분은 법령에 따를 뿐이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단체의 매출이 100% 면세매출에 해당하면 총매출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단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과세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라면 향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귀 단체와 같이 임의

로 과세, 면세여부를 결정하여 100% 면세매출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과세관청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수정신고보다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정청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편이며,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

할 경우 상세한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단체의 경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세액

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산서만 수취해왔기 때문에 자금상의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서는 귀 단체의 매출 성격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면

세 여부를 확정하시고,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공급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을 고집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큼 공급가액을 낮추도록 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세액

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2014.12.23 「국세기본법」 개정, 2015.01.01 시행 이후 분부터 5년, 개정 전에는 3년)이내 관

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연기획사입니다. 저희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

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겸업사업자입니다.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사무소

에서 저희 기획사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이 7:3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여 그렇

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용은 계산서로 받고, 매출에 대해서는 30%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다보니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자금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년부터 면세100%로 세금신고를 

해도 무관한지와 부가세 경정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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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형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02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

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전문직인 경

우 등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만약 간이과세 적용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10%로 동일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에 업

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로 납부할 세액이 60%~80%정도 줄

어듭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별

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법에서 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1년의 공급대가

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법인,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매출세액 해당사항 없음 공급가액×10%

매입세액공제 해당사항 없음(일부 세액공제) 전액 공제

납부세액
매출액(VAT포함)×부가가치율×10%-공

제세액

매출세액(VAT제외 매출액×10%) - 매입

세액

계산구조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납부세액-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환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수취세액공제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은 환급

한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교부 의무적으로 발급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만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정고지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될 경우 신고납부 선

택가능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

기장의 의무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미기장 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납부의무면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백만 원 미

만인 경우
규정이 없다.

구분기준

신청방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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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면세입니다.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단체는 인허가

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

니다.

또한 그림은 예술 창작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

로 제작하는 미술품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술창작품인 그림만 판매하신

다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인허가 받지 않은 교육사업 또는 대량으

로 제작하는 미술품을 예술창작품인 미술품과 같이 판매하신다면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가 다른 사업자일 뿐 「소득세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201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공모나 지역재단 공모에 지원하여 공공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시기획과 미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로 운영되는 단체의 실정이 어려워서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그림을 판매하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단체의 운영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단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 형태는 무엇인가요?

2.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똑같이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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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유형 세목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 내용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 법정신고기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1.1~12.31 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신고 매해 11.30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2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확정신고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

각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1기 예정 4.1~4.25 1.1~3.31 간의 사업실적

1기 확정 7.1~7.25 1.1~6.30 간의 사업실적

2기 예정 10.1~10.25 7.1~9.30 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1~1.25 7.1~12.31 간의 사업실적

※ 부가가치세는 6월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4번 신고 납부

※ 개인사업자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받은 세액 납부

※ 법인사업자 :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선택 가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해 1.25까지 전년도 1.1-12.31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다.(즉 1년에 1번 신고한다.)

모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다음해 1.1~2.10

직전년도 1.1~12.31 간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

(매출액)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 형태의 

단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납부자는 7.10, 다음해 1.10)

※   반기별납부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6개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

사업자등록 유형 별 
세무일정

사업자등록 유형
4) 사업자등록 유형 별 세무일정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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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부기록,簿記,BOOK-KEEPING)란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

감변화를 일정한 원리원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계산-정리하고 그 결

과를 명백히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계는 부기라는 절차를 포함해

서 이해관계자에게 맞게 자료를 정보화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포괄한다고 이해하

면 됩니다. 따라서 부기보다는 회계가 보다 넓은 개념이며, 회계는 부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기는 크게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는 거

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한번 인식하면 단식부기가 되고, 두 번 인식하면 복식부기가 됩

니다. 

단식부기는 현금출납부, 가계부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단식부기는 복식부기에 비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인 검증 

기능 결여 등의 단점으로 인해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식부기의 재무제표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여 나타내 주는 수지계산서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부기에 의한 수지계산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정보로서 한계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주의로 인해 연도별 수익과 비용을 제대

로 산출할 수 없으며, 단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부기(장부기록)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단식부기란?

단식부기의  
재무제표

단식부기의 절차

문화예술단체 회계관리
1) 단식부기 단체 회계관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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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계산서는 목적별 재무활동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수지계산서는 특정

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명칭도 수지결산서, 수지명세서, 수입과지출 명

세서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집계

한 보고서로 예술단체의 특징상 결과적으로는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수지계산서를 약식으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  지  계  산  서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예술단 (단위 : 원)

과목
제×(당)기 제×(전)기
금  액 금  액

   수입지부

1. 국고지원금

2. 공익자금 지원금

3. 이자수입

:

   수입합계

   지출지부

1. 운영비

   (1) 인건비

   (2) 경비

2. 국고지원사업

:

   지출지부

   이월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지계산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단체마다 작성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도록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기억

해야 합니다.

단체명
재무정보는 연차보고서와 별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페이지마다 단

체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
마찬가지 이유로 수지계산서에 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20XX년’ 보다는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 까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단위
금액단위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연차보고서에서는 원 단위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월금액
전년도 이월은 수입에, 차년도 이월은 지출에 포함시켜 수입과 지출 합계가 일

치하도록 작성합니다.

비교식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같이 보여 주어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수지계산서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활동 중인 창단 3년차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전문예술

단체를 신청하려고 하니 제출서류 중 ‘최근 2년간의 결산서’가 있습니다. 저

희는 엑셀파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 결산서 양식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자

체에 문의하니 수지계산서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수지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수지계산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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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회계관리
2) 복식부기 단체 회계관리03
복식부기에서는 회계 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이중으로 인식합니다. 이중으로 인식한다

는 것은 장부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각각 같은 금액을 기록한다는 것이고, 각 차

변과 대변에는 자산·부채·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비용의 발생 중 하나의 요소를 기재

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항상 같은 금액이 기재되므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대차평균의 원리).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00원 짜리 비품을 구매한 경우 복식부기에서의 회계처리는 아래

와 같습니다.

   (차변) 비품 1,000 (대변) 현금 1,000

   (*)자산을 차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증가이고, 대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감소임

이처럼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1,000원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1,000원을 기재

함으로써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은행에서 5,000원의 대출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된 경우 복식부기에서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5,000 (대변) 단기차입금 5,000

   (*)자산을 차변에 기재하면 자산의 증가이고, 부채를 대변에 기재하면 부채의 증가임

여기에서도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1,000원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1,000원을 

기재함으로써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인식하므로 어느 하나의 거래라도 잘못 기

재한 경우 대차차액이 발생하여 자동검증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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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 매

출에는 ‘제품매출’, ‘공사수입’ 등의 계정과목이 아니라 ‘지원금수입’, ‘입장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후원금수입’ 등의 계정과목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단체마다 공연에 

대한 원가인지 일반관리비인지 구분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가 관련 계

정도 공연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세분하여 (예를 들어 음향장비임차료, 조명장비임차료, 

공연장임차료 등)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계정과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수행된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

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적합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가) DVD, 브로슈어, CD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자산

(나) 기념품 등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

●   공연의상 또는 공연장비는 공연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일회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연용 자산으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전시용 작품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되, 내용연수가 무한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   일정기간에 대하여 공연 판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 취득금액을 공연판권

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   티켓,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 직접 차

감합니다.

●   기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회수시점에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고 기부

금을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현물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인식 합니다.

●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수익 또는 지원금수익으로 계상합

니다. 다만 자산취득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

는 자본계정으로 계상합니다. 

●   자산취득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자본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 상각, 처분할 때에 관련 손익과 상계처리 합니다.

계정과목 관련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 티켓수

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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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각 정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상의 재무제표 범위

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게는 자본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본변동표의 작성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영리법인의 재무제표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이 포함됩니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표, 주석이 포함됩니다. 「세법」 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까지만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  
재무제표 문화재단입니다. 정관상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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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기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호

됩니다.

<Case 1>

(차변) 지원금반납액(사업비용) 100 (대변) 미지급반환금(부채) 100

<Case 2>

(차변)
지원금수입반납

(지원금수입의 차감항목)
100 (대변) 미지급반환금(부채) 100

한편, 지원금의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

호됩니다.

<Case 1>

회계처리 없음(지원금 잔액을 포함한 지원금수입 전액이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계상됨)

<Case 2>

(차변) 지원금수입 100 (대변) 선수수익(부채) 100

지원금의 잔액을 이월하기로 한 경우의 선호되는 2개의 회계처리 중 <Case1>은 당해연도

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전액을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2>는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원금은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단 당해연도의 수입에서는 

차감하는 것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계처리는 수

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잘 부합합니다. 

공공지원금  
회계처리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

원금은 2년간 지원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창작공연 지원금은 단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연말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

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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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원천은 소득, 재산보유 또는 취득, 거래 등 다양합니다. 때문에 비영리문

화예술단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모든 소득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쓰인 것이라든가,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이 있을 경우에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법적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형태 사업자등록유형

세금납부 의무사항

법인세
신고납부

부가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원천징수

영리법인

일반과세자 ◯ ◯ — ◯

면세사업자 ◯ — — ◯

비영리법인

일반과세자 ◯ ◯ — ◯

면세사업자 ◯ — — ◯

비사업자 — — —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 ◯ ◯

간이과세자 — ◯ ◯ ◯

면세사업자 — — ◯ ◯

단체유형별
세금납부 의무사항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극단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1) 세금납부 의무사항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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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신고내용 신고내용 설명 신고기한 미신고 불이익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퇴직

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

수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납부자는 

7.10, 다음해 1.10)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①+②)

(한도:미납부금액의 10%)

①   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

×3/10,000

② 미달납부세액×3%

지급조서

신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말

근로/퇴직/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ㆍ불분명한 지급금액

×2%

연말정산

소득의 지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지급

할 때마다 일단 원천징수한 후 

다음 연도 2월에 해당 과세기간

의 1년간 소득지급액의 합계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

매년 3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10일까지

미발급ㆍ미제출ㆍ부실기재한 

공급가액(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1%

고유번호증  
보유단체
세금 신고·납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는 세무와 관련된 

의무가 원천징수 의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진

행하면 모든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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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

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백만 원 이

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또한 해당 사업

자들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

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

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

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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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2) 신고 납부 일정

월 항목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1월

원천세(반기납 포함)신고 납부
2015.12월분

(2015.7~12월분)
2016.1.10

2015.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5.7~12월분 2016.1.25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15.1~6월분 2016.1.31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2015년 귀속 2016.2.10

원천세 신고 납부 2016.1월분 2016.2.10

2015.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5.10~12월 지급분 2016.2.28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15. 1~12월분 2016.2.28

3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2월분, 

2015년귀속 연말정산분
2016.3.10

근로·사업·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015.1~12월분 2016.3.10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 2016.3.1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 2015년 귀속 2016.3.1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2015년 귀속 2016.3.15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5.1~12월분 2016.3.31

12월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15.1~12월분 2016.3.31

4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3월분 2016.4.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6.1~3월분 2016.4.25

12월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15.1~12월분 2016.4.30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6.1~3월 지급분 2016.4.3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5.1~12월분 2016.4.30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2015.1~12월분 2016.4.30

5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4월분 2016.5.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15년 귀속 2016.5.31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15년 귀속 2016.5.31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5.1~12월분 2016.5.3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개인사업자 대표) 2015년 귀속 2016.5.3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개인사업자 대표) 2015년 귀속 2016.5.31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 2015.1~12월분 2016.5.31

6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5월분 2016.6.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6.1~6.30) 2016 하반기분 2016.6.30

성실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15년 귀속 2016.6.30

사업용계좌신고 금년 신고대상자 2016.6.30

월별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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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항목 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7월

원천세신고 납부(반기별 납부) 2016.6월분(1~6월분) 2016.7.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16.1~6월분 2016.7.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2015년 귀속 2016.7.31

2/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6.4~6월지급분 2016.7.31

8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7월분 2016.8.1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2016.1~6월분 2016.8.31

성실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분납 2015년 귀속 2016.8.31

9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8월분 2016.9.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2016년분 2016.9.30

10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9월분 2016.1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16.7~9월분 2016.10.25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16.7~9월지급분 2016.10.31

11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10월분 2016.11.10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2016.1~6월분 2016.11.30

12월

원천세신고 납부 2016.11월분 2016.12.10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2016년도분 2016.12.15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 2017년 상반기분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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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는 ① 사업소득, ② 기타소득, 

③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

이 아닌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유사한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

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술가 및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총 3.3%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0.3%) 

②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

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

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총 22% (원천징수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단,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4.4%(=(1-80%)×22%)를 원천징

수하면 됨. 이 때에도 원천징수세율은 22%로 동일함

  *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

로 25만 원임)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③   사용자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할 때

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

우 1일 1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므로 지급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신고는 하여야 함).

위와 같이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별 원천징수
댄스컴퍼니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3) 원천징수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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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

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

•

납세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도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자(소득자)를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

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 대상
지원금을 받아 공연(전시)을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원천징수 하는 경우와 법인

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천징수 세액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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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및 납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텍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신고·납부가 가능합

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① 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② 홈텍스(소득세)와 위텍스(주민세)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여 전자납

부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지급자 별로 월에 한번 신고되는 것이지(반기별 납

부 제도도 있음) 지급 건별로 신고 되지 않습니다. 최종 신고분만 접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1건이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4/30, 7/31, 10/31, 2/28,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인건비는 3/10까지, 기타소득 등 그 외 소득에 대한 

인건비는 그 보다 빠른 2/28까지 지급조서 제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미달 납부한 경우에는 본 세금(기존 원천징수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가산세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① + ②)(한도 : 미납·미달납부세액 × 10%)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10,000) 

또한, 지급조서 미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 한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미신고 시 가산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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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출연료를 극단에 소속되지 않은 배우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배우가 아마츄

어가 아닌 이상 연극배우를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

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3.3%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마츄어 배우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은 없

습니다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25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여도 됩니

다. 그러나 단원이 계속적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주된 소

득이 공연 출연료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면서 80% 필요경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4.4%(=(1-80%)×22%)

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사업소득인 경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또한, 귀 단체의 단원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한 달에 출연료로 받게 되는 소득금액이 총 60만 원이므로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른  
원천징수 공연출연료로 받은 금액이 2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기타소득
소액부징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단체입니다. 단원에

게 출연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단원은 한 달에 4번 공연을 하고 회당 15

만 원씩 공연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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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입

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결

과적으로 수입금액의 4.4%(=(1-80%)×22%)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중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귀 단체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통한 상금지급이 아니고, 특

정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되는 것이라면 상기의 필요경비 의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행사에서 참여자에게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

령」 제87조에서는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

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

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공하

신 공연티켓 가액이 20만 원이라고 하셨으므로 20만 원의 22%(44,000원)를 원천징수 해

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것이며 제세공과금은 경

품당첨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사전안내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실무적으로 해당 티켓의 가액을 세후 금액으로 보아 지급하는 기관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협회소속 단체 중 연간 우수활동을 한 단체에게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우수상을 선정하며 협회 소속단체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수상단체를 

결정합니다. 시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 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품은 총 10명

에게 20만 원 상당의 공연 티켓 2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품 제공 시에

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발생되는 세금은 당첨자에게 부담하도록 해

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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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의하신 지급금액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지연이자에 대한 부

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징수할 부분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

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

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

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귀 단체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상당 손해액은 근로

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기타소득의 범

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법 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러나 귀 단체의 경우 판결문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귀 단체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소득

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징수할 부분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

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따르면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귀 단체가 지연이자로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며,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인정

하지 않으므로 4.4%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사직한 직원의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

습니다. 배상금 내역은 부당 해임에 관한 임금 지불 및 지연 이자 지급입니

다. 저희가 집행하는 2천만 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입니다.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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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수

당과 같은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일숙직근무를 하면서 전화수수, 시설경비, 비상연락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근로계

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순전한 의미에 있어 일숙직근무로서 그에 

대한 대가는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사회통념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숙직 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교통비(택시비 2~3만 원), 식비(1만 

원), 기타 간식비(1만 원) 등을 감안할 때 일숙직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사회통념

상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

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

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

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당 원천징수
연극관련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의 근무일은 월~금 입니다. 

최근에 협회 사정으로 직원들이 토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숙직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려 합니다. 

위의 수당을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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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4) 소득세04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일반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기준 |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

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상용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일용

근로자가 아닌 자는 모두 상용근로자입니다. 또한 고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월정급여 소득

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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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

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무대크루의 보수를 “일당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4.4%(원천징수소득세 4%+지방소득세 0.4%, 단,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함)를 징수하시면 됩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당 지급액이 건별 총 

2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 계약이 있다면(근로 계약이 있되,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

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함),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액(총급여액 - 식대 등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 원)

   = 과세표준(종합소득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세율 6% 

   =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할 세액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무대 설치를 위해 고용한 무대크루에게 하루 동안 일한 보수 10만 원을 지

급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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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의 월급을 5/25에 지급하는 경우

는 6/10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고, 6/1에 지급하는 경우는 7/10까지 원

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월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

액은 다음해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인 3/10 까지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

산됩니다.

사업자등록여부를 불문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

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

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받는 출연료는 사

업소득에 해당하나, 배우가 일시적으로 연극에 대한 강의를 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개념이 아니면서 아티스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소

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의 3.3%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근로하고 있는 단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원천징

수 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예술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려 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공동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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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 모두 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

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상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상금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

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데 공모전은 다수가 순

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 상금 지급액의 4.4%((100%-

80%)X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문화재단에서 자체제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

악가 등에게 공연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

(3.3%)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4.4%)으로 처리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화재단에서 CI공모에 입상한 개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

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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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종합소득은 과세되는 모든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거주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년

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

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

합소득과세표준의 금액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천200만 원 이하 6%

1천200만 원 초과 4천600만 원 이하 72만 원+(1천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4천600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582만 원+(4천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천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1천590만 원+(8천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5천만 원 초과 3천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

종합소득세
공연기획사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처음 종합소득세를 납부합

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또한 소득별로 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자

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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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세법」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목적사

업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다른 하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

한 대가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떤 댓가를 요구를 하지 않고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계산서ㆍ세

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구분기장 하

여야 하는데, 지원금 수입 및 지원금 집행액은 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장함으로써 수익

사업의 수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특정 공연에 대한 지원금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수령

하였을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발행하

여야 하며,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으로서 해당 수입 및 지출은 수익사업으

로 분류하여 기장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입과 비용이 

같은 경우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세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경

우 복식부기 대상 기준 및 간이과세자의 대상 기준에 따라 「세법」 상 의무사항 또는 혜택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 기

관ㆍ단체에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

우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순수한 지원목적의 지원금을 수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

드시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소득세 납부
저희 극단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과 축제사무국으로부터 각각 1,400만 원과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

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

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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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매출만 알아서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장을 하여

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1억3천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단하게 장부작성을 하시

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 출연료 등 인건비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

면 되며, 각종 비용 지출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로 신고할 때 이익이 없다면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어

렵다면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출액 대비 이익을 일정

액만큼 간주하므로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혹은 ② 문화예술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 유형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

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에 속하는 사업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소득세
극단의 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공연장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합니다. 출연료 등을 포함해서 1억3천만 원 

가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연비 항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구요. 이 금액은 배

우들 출연료와 스탭 사례비등의 인건비로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종합소

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단체의 올해 매출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극단 스케줄이 

거의 없어서 기장대행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금을 받게 되어서요. 내년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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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15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

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분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①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골동품 제외)

 ②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및 기타 유사행사

 ③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및 기타 유사행사

① 예술창작품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따라서 골동

품(제작 된 지 100년 초과)이나 모조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창작품은 창작활동을 한 자와 직접 거래 시에만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계속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서울 인사동의 화랑가에 창작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면세되며, 화랑에서 

그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 그러나 창작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

매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순수예술활동에 의한 예술창작품인 도자기가 시장판매를 목적으

로 대량 제작하여 시장이나 전시회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② 예술행사·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문화행사란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경연대회 등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

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

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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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면 영리목적인 것이고, 이익을 분

배하지 않고 당해 행사의 고유목적에 충당하면 영리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면세거래인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이 창작공연에 해당한다면 ① 예술창작품으로 보아 면세로 적용하

는 것이 맞을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② 예술행사로 보아 면세로 적

용하는 것이 맞을지 모호하였습니다. 최근의 과세당국의 입장은 ① 면세되는 예술창작품

의 범위를 법령에서 열거한 미술, 음악, 사진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

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면세되는 ② 예술행사로 주

장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티켓을 판매

하는 경우 티켓 판매가가 실비 수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익사업을 하는 단

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학술 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境

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

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하는 신탁관리 용역

• 비영리 교육재단이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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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에서 비영리 예술행사에 초청되어 초청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 예술행사

의 입장료 등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귀 단체가 수령하는 초청료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전까지는 미술, 음악 또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창작품에 속한다면 면세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술, 음악 또는 사진만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창

작품으로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

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축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해당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사전 행사계획서 등에 의해 해당 행

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는 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귀 단체가 수취하는 

부스 등록비가 실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공연단

체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경우 세금계산

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

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스운영비  
과세여부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이번엔 지자체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며 행사장 내 

푸드코트 부스를 설치하여 업체를 입점할 예정입니다. 부스 등록비는 업체

당 100만 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무료입장으로 별도의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데 이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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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

라 부가가치세만 면제이고, 소득(이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과세가 됩

니다. 한편,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과세인가 면세인가는 그 동안 「세법」의 적용이 명확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며,(광주지법 2011구합3395,  2012.01.12.) 최근의 과세당국의 입장은 면

세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된 미술, 음악, 사진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과세인가 면세인가는 그 동안 「세법」의 적용이 명

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며(광주지법 2011구합3395, 2012.01.12.) 최근의 과세당국의 

입장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된 미술, 음악, 사진에 한정하여 해석하

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세매출만 발생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여야 

합니다.      

③ 면세매출만 발생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작뮤지컬을 공연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

나요?

공연제작에 대한 
부가세 교육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 회사로부터 아동극 공연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①   공연제작에 관한 자금을 부가세 면세 매출로 받아, 향후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

나요? 

②   이 경우, 2014년 2기 매입분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면세매

출만 발생할 예정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③   2015년에 면세매출만 발생한다면, 2015년 부가세 매입분에 대한 확정 신고는 하

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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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6) 계산서·세금계산서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계신 단체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

습니다.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기 

첨부한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귀 단체로부터 법정증빙서류(세금계

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계약서, 계좌이체증으로 법정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

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 단체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미수취한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②,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사업과 관

련하여 일정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 미

수취(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한다.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저희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

가 보유한 장비를 빌려주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

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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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항상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세매출에 대

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계산서를 

발행할지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공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

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발표회 운영을 위탁받고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

입니다. 행사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질의응답 사례, 1996.12.02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

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

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행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지역주민의 동호회 발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일반과세자)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과세사업자끼리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닐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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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운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목적이 무엇

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기관의 입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단체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적법한 세금 납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법적 형태가 없는 단체가 세금을 납부할 방법은 없으니 개인인 대표자에게라도 소득

세를 납부하게 하겠다고 하시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는 

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이라고 한다면 해당 수입이 

가산되어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개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해당 수입이 가산되어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율

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 후 구성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될 때에 각각 소

득세를 납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 형태가 없는 단체의 경우 그 대표의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면, 그 대표

의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해당 단체의 수입 가산으로 인하여 소득세율의 구간이 올라

갈 수 있으므로 대표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세금 납부가 목적

이라면 지원금 집행 가능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또는 법적 형태가 없는 단체

의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개인에게 각각 지급(개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가능 거래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면, 그간 법적 형태 없이 존재하던 임의

단체(각종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가 되면 

의무사항이 생기므로 좀 더 투명해지겠지요. 그러나 그러다보면 관리비용이 높아질 것이

므로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해당 지원사업을 보다 질 높게 수행할 

만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열쇠

를 쥐게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축제운영사무국이 문화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및 

세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참여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고유번호증

만 소지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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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

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공급자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기 4가지 증빙 중 하나를 수취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은 법인의 모든 거래와 관련된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하므로 공급자의 고유번호증, 계약서, 계좌이체증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공된 재화나 용역 공급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자 발급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

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3.06.28 개정)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문화예술관련 기획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게 출연

료를 지급하려하는데 교향악단 측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카드 결제도 불가하고, 대표자이름으로 원천징수도 못

한다고 하는데요, 시립교향악단이면 거의 시청부속과 비슷한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영수증을 수령하고, 장부에 계정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기존

에는 대관을 하는 단체에게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최근 전

자세금계산서로 수령해야 한다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 하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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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7) 법인세04

입장권의 판매는 「법인세법」 제3조3항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

거 수익사업에 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사업에 속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반

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한 사업자등록 후에 카드가맹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귀 단체

가 공급할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축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

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사전 행사계획서 등에 의해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는 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귀 단체가 수취하는 

입장권수입이 실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  법인 -1520 [생산일자] : 2008.07.10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대한 회신 

[요     약] : 비영리법인 관련 가, 나, 다에 대하여 

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

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

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교부받는 것으로 동 비영리법인은 통상 법

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

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지역문화축제 사무국입니다. 내년도 축제 개최 시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검

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단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

단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입니다. 티켓을 판매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

다. 티켓을 판매할 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참고



124 

문의하신 단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

적사업만 수행한다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

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입니다. 정관에서 정

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한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에서는 수

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의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

에는 ‘대관’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대관’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아니라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

의하신 내용 중 회비와 기부금은 「세법」 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

지 않아도 되지만 공연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

라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

한 내용과 수익 비용의 구조, 단체의 활동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별도로 판단을 구하

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상 목적사업/수익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면세의 관계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의 70%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과 교육 사업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 

외 수익은 회비와 기부금 등입니다. 예술경영 FAQ를 보던 중 “비영리법인이 「세법」에

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 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

는 것이며, 신고조차 할 의무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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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과다납부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과다납부 되었을 텐데, 

이도 법인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세 과세대상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

으로 내는 세금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먼저 구분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건별

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비수익사업

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 계산방법 |

법인세는 쉽게 계산하기 어렵다. 수익사업에 연동되는 비용과 공통비용과의 안분방식 등 가

장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개략적인 법인세 계산을 할 수 있다.

법인세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한 납부이며, 세율은 순이익이 2억 이하일 때에는 10%, 2억 초

과일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다납부와 
환급 만약 작년 매출을 과다신고해서 수정신고 할 경우 법인세 환급이 낸 만큼 

이뤄지나요? 1억 원을 과다 신고했다면 22%인 2,200만 원을 법인세 및 지

방소득세로 납부했을 텐데, 수정신고 하게 되면 2,2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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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① 순이익이 2억 원일 경우

  - 법인세 : 2억×10%=2,000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법인세의 10%) : 200만 원

  - 총 납부금액 : 2,200만 원

② 순이익이 2억 5천만 원일 경우 

  - 법인세 : 3,000만 원

   •순이익 2억까지의 법인세 10%를 적용하면 2,000만 원

   •2억 초과분인 5천만 원의 법인세 20% 적용하면 1,000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법인세의 10%) : 300만 원 

  - 총 납부금액 : 3,300만 원

| 법인세율(법§55) |

과세표준 세     율

2억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0%

2억 초과~200억 이하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

200억 초과 39억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22%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 세율 ×
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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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세무관리
8) 국제조세

‘국제조세’라는 용어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

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세법을 통틀어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현재 8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

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나 방법 등 조세조약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르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키즈 태국 터키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단, 매년 체결국 변동 정보와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

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docs/main.jsp)

국제조세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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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예능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86개국과의 조세조약에는 비과

세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례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

서 해외아티스트 초청으로 인한 사례비 지급 시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

설팅’에 문의하시면 사례별 원천징수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의 개념 |

비거주자에게 공연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세금의 납부이

다. 이는 국내사정 뿐만 아니라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세금납부 체계 등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조세조약의 공식명칭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이다.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조세조약의 목적 |

조세조약의 핵심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각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예술가 초청 시
국제조세 적용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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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티스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

다. 다만, 연예인소득과 달리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라는 개념이 적

용되며, 이로 인해 22%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10~15%의 세율이 

적용되나 각국간의 조세조약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야 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하고, 관할 세무

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한글,영문)는 p.122~p.125을 참고하시고, 양식은 전문예술법인단

체 홈페이지(www.artsdb.or.kr>서식자료실) 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소득자가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한

글본(한글본만 법정서식에 해당함)과 영문본을 함께 보내 비거주자가 영문본을 견본으로 

작성한 한글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해외 작가의
예술작품 사용 시
국제조세 적용

해외 아티스트의 연극작품을 공연하려 합니다. 직접 초청하는 것이 아닌 작

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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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2서식](2015.03.13 개정)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자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① 성명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주소

(거주지국 주소) (국내 거소)

③ 납세자번호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⑦ 전화번호

(거주지 전화) (국내 전화)

⑧ 국내체재일

   [   ]없음    (최근 1년간)          일 (최근 2년간)          일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⑨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3. 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2년 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

니다.

2) 본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체재일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대리인

⑩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 성명 또는 법인명 ⑫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⑬ 주소 또는 소재지

※ 귀 금융기관이 본인의 법무부 출입국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고 객 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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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세
무
회
계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

인의 거주지국, 주소, 국내거소,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

하여 제출합니다. 

2. ①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3.   ②주소란의 (거주지국 주소)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국내 거소)는 한글로 적습니다.

4. ③납세자번호란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⑦전화번호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7.   ⑧국내체재일란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적되,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국내에 거소를 두

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없음’ 란에 √로 표기하

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8.   ⑨란에는 적용받으려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및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9.   ‘3.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

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

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0. 국내체류기간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받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11.   ⑩ ~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

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

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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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orcement Rules of the   Personal Income Tax Act [Form No. 29-12]  < Revised on Feb 23, 2013 >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① Name of Individual
(Last Name) (First Name) (Middle Name)

② Address
(Address in Residence   Country) (Korean domicile)

③ Taxpayer Identification   No.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⑦ Telephone Number
(Residence Country)　 (Korea)

⑧ Number of Days in Korea
   [   ] None (Recent 1 Year)          Days (Recent 2 Years)          Days

2. Claim of Tax Treaty Provisions 

⑨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Article     Paragraph     Subparagraph     Type of Income       Tax Rate    %

3. Determination of Non-resident Individual

Item Yes No

(a) Do you maintain an address in Korea? 　 　

(b) Have you continuously resided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c) Have you stayed in Korea at least 365 days in aggregate during the recent two   years? 　 　

(d)   Has any   of your family (i.e., spouse, children, etc.) continuously resided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e) Do you have a job requiring   you to reside in Korea for one year or longer? 　 　

(f) Are you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g)   Are you an employee as   a Korean national seconded to an overseas branch, business 
office or   subsidiary of a Korean company?

　 　

(h)   If you are a national   or permanen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enter the name of 
such foreign   country.

The Applicant hereby confirms that with regard to submitting this Appl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56-6 of the Personal Income Tax Act   (“PITA”) and Paragraph 1 of Article 207-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PITA (“ED-PITA”), the Applicant is clearly aware of the followings   provided below, that there is no false statement 
in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and that the Applicant is the beneficial owner (or   attorney-in-fact authorized 
to sign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beneficial owner) of all the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this Application   
relates. 
1)   The Applicant is aware   that if any of the contents of this Application is different from true facts,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under this Application may be less than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that shall be withhel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2)   If the Applicant’s status   is going to change from a non-resident individual to a resident individual, the   Applicant 
will immediately notify such change to whom which this application   is filed to.

Dat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Attachment  
Cert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if there is any day of stay in 
Korea)

Handling Fee
None

Attorney-in-Fact

⑩ Type 
[  ] Tax Administrator 
[  ] Others

⑪   Name  o f  Ind i v i dua l  o r 
Corporation

⑫   Business Registration   No. (Resident 
Registration No.)

⑬ Address or Place of   Business

※ I hereby consent for   above financial institution to inquire my immigration records kept to the Ministry of Justice.
                                               Applicant                              (Signature o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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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세
무
회
계

Filing Instruction

※ The filing date is the date on which the withholding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as received from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filing number is the serial number assigned to such filing.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by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wishes to appl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applicable to his/her Korean source income, and this form shall not be submitted by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is exempt from Korean withholding tax pursuant to the relevant tax treaty.   
In the case where the Applicant receives additional Korean source income after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whereby a reduced tax rat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was applied to the previous Korean source income,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prepare and file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ny change in his/her country of residence, 
address, Korean domicile and telephone number, etc. or if three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1. Item ①. A foreigner should enter his/her full English name as shown in his/her passport.

2. Item   ②. Enter the address (applicant’s address in the residence country) in English in the following order: street 
number, street name,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Do not enter a PO Box.Enterthe(Koreandomicile)
inKorean. 

3. Item ③ Taxpayer Identification No. Refer to the below table.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Number

(1) Princip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o. issued by Korean tax authority

(2)
In the absence of 

(1)

[For individual]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overseas or a Korean with foreign nationality),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eign Registration 
Card (for a foreigner)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the former two

(3)
In the absence of

(1) and (2)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the country of residence

4.   Items ⑤ and ⑥.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5. Item ⑦. Enter current telephone number including the country code and area code, if any. 

6. Item   ⑧. Enter the number of days in which the Applicant had resided in Korea, beginning from the date following 
the arrival date through the departure date. If an individual who had resided in Korea left Korea and re-
entered, such period outside of Korea shall be counted as number of days in which the Applicant had resided 
in Korea if the purpose of such departure is deemed as clearly temporary based on the resident location of a 
family who shares household with the individual, location of properties owned by the individual, etc. For a 
non-resident individual who has never been to Korea before, check “none” and submission of Cert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is not required. 

7. Item   ⑨. Enter the tax treaty and relevant provisions therein to be applied, type of relevant Korean source income 
and reduced tax rate. I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does not include local income surtax, enter 
a tax rate reflecting the tax rate under Article 89(1) of the Local Tax Act.

8. If th  e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ne of the Items (a) through (g) under Section 3. Determination of Non-
resident Individual, the Applicant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to be treated as 
otherwise. Whether or not the Applicant is a foreign national or permanen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individual’s resident or non-resident status. However, a foreign diplomat 
in Korea along with his/her family (excluding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nd a US military member or 
civilian worker in the military under Article 1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Korea 
and his/her family shall be treated as a non-resident individual regardless of whether the above criteria of 
determination of a non-resident individual are satisfied. 

9. Cert  ificate of Facts Regarding Immigration Records, which is used to confirm the number of days of stay in 
Korea, should certify the information for the period for at least 2 years on a retroactive basis from the date of 
submission of this Application. 

10. Items   ⑩ through ⑬ should be completed when an attorney-in-fact submits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An attorney-in-fact other than a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required to submit the Power of Attorney together with a Korean translation. 

11. The w  ithholding agent or overseas investment vehicle who received this Appl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thereto) is required to maintain it for five years starting from the day following the withholding tax payment 
due date under Article 156(1) of the PITA and submit it upon request to the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tax payment place of the withhold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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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r diem(일비)의 과세여부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Per diem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Per diem을 $100 지급하면서 net fee로 계약한 경우 Per 

diem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8(=$100÷(1-22%)×22%)입니다. 결국 귀 단체가 Per 

diem $100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총 $128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어 원

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Per diem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귀 단체가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협상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2. 증빙서류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일정 범위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

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4개 증빙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거래와 관련

된 증명서류는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 상 특정된 양식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며, 수취인이 서명·날인한 영수증 또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체재비의
과세여부 단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공연단체를 초청

합니다. 해외 공연단체에게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

니다. Per diem에도 세금이 붙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Per diem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할 때 지급 받는 사람의 친필사인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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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거주지국의 거주자와의 거래는 국내세법 중 비

거주자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연료의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

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을 초청한 경우 연예인 및 체육인소득으로서 일본과의 조

세조약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

다. 다만,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조약 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의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는 연예인 및 체육인 소득이 1년간 미화 1만불(이에 상당하는 원화 또는 엔화) 미만

인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면 

원천징수없이 공연료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캄보디아나 대만처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예

술가를 초청하여 공연료를 주고자 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거주 예술가 
원천징수 일본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

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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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연료를 Gross로 계약하였을 경우, 공연료 $100,000에 대한 원천

세는 $22,000으로 공연료 지급액은 $78,000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Gross 계약 시)

출연료(로열티, 항공료, 체제비 등 포함)로 $10만을 계약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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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연료를 Net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공연료가 $100,000이라면 공

연료 총예산은 $128,205가 되고, 원천세는 $28,205가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Net 계약 시)

위 사례와 동일한 금액으로 외국인 초청공연 계약 시, 세금은 초청자 부담

으로 하고 순지급액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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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우리나라 거주자(개인, 법인 포함)가 미국 거주자(개인, 법인 포함)의 저작권 또

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

으로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의 조세조

약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동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는 법인세, 소득세에 한정되므로 제한세율 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비영리단체이므로 한국에서도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사용료소득에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

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과세하여야 합니다. 해당 미국 비영리단체가 미국

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면세되어 환급 받을 수 있는지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무서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

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은 p.131을 참고하시

고, 양식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www.artsdb.or.kr>서식자료실) 에서 파일로 다운

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납세사실증명은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좌측 중간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에 “비거주자” 입력하여 검색 → 7번째 제일 우측 ‘인터넷신청’ 클릭)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이 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나 예술창작품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따

라서 질의하신 귀 단체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해당 전시회가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액)을 우

리나라 세무서에 대리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와의
원천징수관계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한국에서 기획전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법인사업체와 미국 내 미술관(비영리단체)과 계약을 체결합

니다. 화가는 이미 사망하였고, 화가의 작품은 비영리단체인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

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인적용역이 아니라 해외송금 시 세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

니다. 또한 미국 비영리단체로 보내는 대여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 내 비영리단체는 자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중과세방지 조약과 관련 한국에서도 면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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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
Certificate for Non-resident’s Tax Payment

지 급 자

Payer

상     호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o.

소 재 지 (주 소)

Location(Address)

성     명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소 득 귀 속 년 월

Period for the Payments

지 급 년 월 일

Date of Payment

소득의종류

Type of Income

지 급 금 액 

Amount Paid

세       율

Tax Rate

수 취 인

Recipient

국   적

Nationality

명   칭

Name

주   소

Address

원    천    징    수    세    액

Details of Tax Withheld

구           분

Classification

납부할세액

Amount of Tax Due

납부세액

Amount of Tax Paid

미납세액

Amount of Tax Unpaid

납부년월일

Date of Tax Payment

본           세

Income(Corporation)Tax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you to certify that the tax amount described above is duly paid by way of tax withholding under the 

Korean tax laws.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세  무  서  장  귀  하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The Korean Tax Authority undersigned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세    무    서    장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tamp

첨부서류 :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사본 1부

Attachment : Copy of Tax Receipt attesting the amount of tax with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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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조세조약에는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을 초청한 경우 동 조약 제18조(독립적인적용

역)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조제2항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므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

니다.

①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②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US$3,000을 초과하거나, 

③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편, 미국 법인 또는 단체를 초청하는 경우 동 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

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일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미

국법인이 직접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예술인 
초청 미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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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조세조약 제16조에 제1항에 따르면, 벨기에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한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 따르면 당해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벨기에 “단체”가 용역의 제공자로서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한국

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3항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됩

니다.

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 타방체약국(여기서는 벨기에),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②   그러한 활동이 비영리조직을 위해 제공되고(공연료가 비영리단체에 귀속) 그 조직이 타

방체약국(벨기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 경우

상기 중 ①번 요건은 소득을 취득하는 벨기에 단체가 벨기에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조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인 귀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조

를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귀 단체가 문체부 기금 등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면세요건 판단과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벨기에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단체가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비거주자인 연예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

지 않으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경우 비

거주자에게 지급한 공연료, 항공료, per diem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벨기에 극단 초청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벨기에 극단과 6,000의 performance fee와 항공

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performance fee 

6,000는 for Net 지급조건이고, 항공비 1,500와 공연료 6,000 중 20%인 1,200

를 1차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0%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단체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

니다.  항공비, 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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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작가에게 작품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작가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저작권

료에 해당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폴란드와의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르

면 폴란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폴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0%이며, 적용대상조세에 주민세

가 포함되므로 주민세를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

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중 9.0909%는 소득세이며 

0.9090%는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워크숍에서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연예 또는 체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것 은 아니므로 연

예인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위

한 거주지국 판단시 국적에 불문하고 실제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판단하므로, 독일에 거

주하는 일본인은 독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독일 거

주자가 한국 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 체

재하지 않는 이상 독일에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독일 거주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

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대가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폴란드 작가
작품사용료 지급 폴란드 거주 작가의 작품을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작가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독일 거주 아티스트
워크숍 사례비 지급 독일 거주중인 일본인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당 $300로 총 5일간 

$1,500을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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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어야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였으

나, 2014.12.23일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1년 중 183일 이상 국

내에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본작가가 183일 이상 레

지던시에 입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기타소

득)으로 보고 지급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에서 해당 일본작가가 

국내의 레지던시에서 6개월 정도 체류한다고 하였으므로 정확히 며칠 동안 국내에 체류

하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작가가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

에 해당하므로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

당 작가가 국내에서 강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독립적 인

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귀 문의의 경우 해당 작가가 국내에 183일 미만

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독일 거주 아티스트를 한국에 초청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료를 지급하였다

면, 지급금액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

일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

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

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은 

구비할 수 없을 것이나, 계약서, 외화송금증, 영수증 등 기타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시면 됩

니다.

일본거주 아티스트
워크숍 사례비 지급 문화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에 일본인 아티스트가 선정되어 입주할 예정입

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일본에 거주중이며 총 체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

간 중 작품 활동에 대한 강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사례비

로 회당 5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일 거주 아티스트
공연료 지급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외국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공연을 진행하

였습니다. 아티스트의 거주 국가는 독일이며 500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였

습니다. 이 경우 독일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티스트에게 계좌이체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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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번역과 같은 인적용

역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와 같이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번역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

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지만 면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

니다. 참고로 조세조약 적용 시 비거주자의 국적은 불문하며, 실제 거주지 국가를 기준으

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문의의 경우 조세조약상 모두 캐나다 거주자이므로 대

한민국과 캐나다와의 조세조약만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구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비거주자와의 계약서, 인보이스, 외화 송금증, 용역결과물 등을 구

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포르투갈에서 연

예인 활동을 수행하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포르투갈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합의된 특별한 문화교류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포르투갈에서 면세 됩

니다.

질의하신 포르투갈 투어가 상기의 정부 간 문화교류계획에 의한 행사가 아니라면 포르투

갈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세후금액으로 공연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각국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포르투갈에서의 적용세율까지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세법의 경우 비거주자의 연예인소득에 대해서 22%의 세

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귀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포르투갈 투어수입을 세전금액 기

준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포르투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나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단체가 관련 외국원천소득의 소득자이며 세액의 납부자

임을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류(납세사실 증명원, 소득자 명의가 확인

된 것), 외국정부가 확정한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확정서류(예: 과세결정 통지서 등), 납

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련 서식을 요청하여 미리 수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번역사례비 지급 시
국제조세 적용 여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번역을 맡기고 번역사례비를 지급

하려 합니다. 모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며 미국 국적자, 한국 국

적자 두 명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혹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원천

징수 이행상황신고 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단체의 
포르투갈 
초청공연 시
조세적용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인 공연단체입니다. 포르투갈 공연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공연료를 지급받을 텐데 국제조세 세율은 어떠한지 

추후 한국에서 공연료 수입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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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안무가가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용역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취득하

는 경우, 연예인소득이 아닌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를 수

도 있으므로 거주지국별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도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인도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 문의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

다.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1

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 문의의 경우 원

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거주자 및 일본 거주자 모두에

게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양정부간 
문화교류 협정에 
의한 공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몇 개 국가와의 협약으로 맺어진 아시아 공연자들이 

참여하는 공연워크숍이 열립니다. 이 워크숍 운영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

으며 운영을 위해 인도와 일본에서 안무가를 초청하며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초청안

무가의 국적과 거주지는 모두 일본과 인도이며, 안무가 개인을 초청합니다. 체류기간

은 약 15일 내외입니다. 국가별로 국제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두 안무가의 강사료 모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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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용역이 대행사(agent)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미국

법인(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예능인 및 체육인의 조항에 따라 대부

분 과세되므로 대행사를 통하더라도 과세됨)이라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여 용역이 제공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

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대행사에 소속된 비거주자(대행사의 근로자에 해당)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사

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우리나라

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라 22%의 세율로 일단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추후 미국법인은 소속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

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단체와 같은 최

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미국법인이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해

당 미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해당 미국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면, 해당 연예인이 직접 인

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동 조약 제18조(독립적인적용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

에 체재하는 경우, 또는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

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미국 대행사를 
통한 경우 미국 거주 예술가를 초청하는데 미국의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는 어떻게 원

천징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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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를 통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

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①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연주단체인 경우

즉 연예인 등의 국내 공연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해외 연주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직접 용역을 제공하

는 것으로 보고,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공연을 하는 주체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외

국법인이 연예인·체육인 용역을 제공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

된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

징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

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결국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 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④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인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인 경우 일반적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 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그 국내 매니지

먼트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내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 독일 연주단체를 초청하는데 총 계약금액 모두 연주료로 지급 됩니다. 계약

의 주체는 해외 연주단체이나, 공연료가 국내 매니지먼트사로 지급이 된다

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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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셔서 외환통장을 개설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쉽게 

외환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 하면 Swift Code가 생기고 해외에 은행정보를 

주실 때, 반드시 계좌 번호와, 은행명, Swift Code와 개설한 은행 주소와 지점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매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해외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

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출 신고 시 반드시 

해외수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초청공연료
수령방법 현대무용단체입니다. 해외축제에서 직접 개런티를 받을 때, 계좌 송금 시 무

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와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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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필요경비 80%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국 지급금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

지만,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 단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들 또한 비거주자의 

연예인·체육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절세방안은 없습니다. 

공연료에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해당 업체에

게 지급자가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공연료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가능합

니다. 또한 해외 공연팀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작품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로열티 등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저작권료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연예인·체육인소득과

는 달리 10%~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결국 22%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계약서 상 공연료와 저작권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일정 금

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면, 사후에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해 올 때 입

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작품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

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공연료대가와의 구분기재 여부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국의 「세법」 검토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비거주자로서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

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

는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원천징수당

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주거나 손금으로 산입하

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귀 단체로부터 공연료를 지급받는 단체의 거주국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세법」이 적용

되고 있다면, 귀 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해당 공연단체가 본국에서의 법인세신고를 

통해 법인세액을 공제·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공연단체가 대한민국에서의 원천징

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공연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

당 공연단체의 본국 「세법」을 검토하여 법인세의 공제·감면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조세 세율
해외 공연자 섭외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국제조세 세

율은 공연팀을 초청하는 국내예술단체나 초청받아 들어오는 공연팀 양측에 

모두 부담입니다.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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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

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에 대한 응락 또는 거부 자유 유무

②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지정유무

③ 노무공급의 대체성 유무(근로의 전속성 유무)

④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명령 유무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인지 여부

⑦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 기타 기본급의 보장유무,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적용 여부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연 준비 또는 공연 전반의 과정이 법인에 의해 정해

지며,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제재가 가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공연 등을 대체할 수 없

으며, 공연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이 법인에 의해 제공이 된다면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순수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의 단원으로서 공연 참가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공연내용이나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지고 

공연연습 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념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매월 금액을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공연 시 수당을 정

기적으로 지급받는 정단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
1)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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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호 (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

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노동관계법」의 적용범위 |

관련법 인원 세부사항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일부조항 적용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작성·신고 의무

「최저임금법」 전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전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일부조항 적용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사업장
•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0인 이상

•  노동조합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

협의회 설치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직업안정법」
전사업장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사업장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총수의 2.7% 

(2017년부터 2.9%, 2019년 이후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  의무고용율 미만으로 고용시 부담금 납부, 의무고

용율 초과 고용시 장려금 지급

※100인 미만 사업장 부담금은 면제

「고용보험법」 전사업장
•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

이 아닌 자의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참고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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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3일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 하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

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근로소득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

득 처리할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

기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

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개념

예술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행정담당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

니다. 교육관련 연구원을 2명 더 채용하려 하는데, 연구원은 비상근으로 주

3일 근무하게 되며, 연구원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

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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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
2) 근로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

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

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

고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해야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주요 근

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합니다. (법령, 단체협약, 취

업규칙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의무가 주어집니다.)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근무장소, 종사업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 별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

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서면명시 대상과 관

련하여 “000는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

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의무

필수명시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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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유연화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평균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이나 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날(주)과 미달하는 날(주)이 혼재되어 있을 때 가산임금을 지급하

지 않으면서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되 핵심시간대를 정하

여 그 시간에는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내이

면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가산임금을 지

급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

근로시간제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등 업무성질에 비

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

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인정

근로시간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나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

는 제도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주로 재택근무 등 외부에서 활동하여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1일 8시간이면 8시간으로 

9시간이 필요하면 9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1일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변경 연극극단입니다. 공연기획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재택근무 포함)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택적 근로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썼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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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0.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자 표준근로
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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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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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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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동 사안에 있어 계약만료 통보는 전자공문 회람방식에 의해 11월 27일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계약종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사안과 관련하여 계

약직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

예술교육 단체입니다. 예술강사를 채용하여 3월~1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

결하였습니다.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고 하였으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계약이 어렵다고 

12월 28일에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너무 늦게 통

지했다고 항의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사항을 해당자에게 인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1개

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
3)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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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하여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퇴직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처

리 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날 퇴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도과한 날 퇴직의 효력

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그 손해발생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인

수인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발생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및 민사청구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할 것인바, 현실적으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

려우므로 본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날이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가 1월 

15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기(1월) 후의 1 임금지급기

(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만료

예술분야 협회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 한명이 사직의사를 밝혔습니

다. 이 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측

은 최소한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한 날짜로 퇴사일을 조정하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2주 후에는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리되어

야 한다고 하던데, 근로자와 퇴사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도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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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절차

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퇴직신고는 1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구두로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

직신고기일만 지켰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기일에 반하여 

퇴직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날이 속

한 달 이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이 때 퇴직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

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며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

지 않은 반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 손해배상액은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입사한지 9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

니다.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

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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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

방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서 복무규정, 인사규

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

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기재할 수 있으나, 다

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성별·연령·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 
기재사항

참고

근로
4) 취업규칙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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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취업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취업규칙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   채용원칙, 전형방법, 채용제한사유, 채용 시 제출서류, 근로계약 체결방법, 수습 및 

시용기간 등 고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제3장 복무 |

-   복무의무, 출근·결근, 지각·조퇴·외출, 근로시간 중 공민권행사 시간·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부여, 출장, 비상시 출근, 신상변동 신고의무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복무규율을  

규정함.

| 제4장 인사 |

-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방법, 배치·전직·승진·대기발령 등 인사이동의 

원칙,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기간의 처우, 복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회사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제5장 근로조건 |

-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각종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보상, 휴일, 연차휴가·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병가·경조휴가 등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6장 임금 |

-   임금 결정의 원칙,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비상시 지급 및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7장 퇴직·해고 등 |

-   퇴직사유 및 시기, 사직의 절차, 정년 및 재고용, 해고 사유 및 시기제한,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등 퇴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제8장 퇴직급여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9장 표창 및 징계 |

-   표창대상,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

-   직무교육, 사외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희롱발생시 조치사항 등 직무능력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취업규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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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안전보건 |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감독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질병자의 취업제한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2장 재해보상 |

-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 외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등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3장 복리후생 |

-   복리후생시설 운영, 체육문예활동 지원, 경조금 지급, 식사제공, 재해부조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칙 |

-   취업규칙의 비치, 변경절차, 시행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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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

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가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

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해설집」(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

or.kr)>자료실>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취업규칙을 받아 보았으나, 예술단

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샘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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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방적 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동 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거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계약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

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

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문을 하기도 전에 당초 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기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단체의 대표로부터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무

실을 정리하고 나서는데, 부당해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복직할 생

각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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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 기관으로 사업 이관을 하여 현 재직기관에서 잉여인

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상 사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

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여 성

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업부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해

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만, 배치전환 등 사전해고회피노력을 다하더라도 잉여인력이 

남는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가능하므로 정리해고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 종료 후 30일이 되는 날 해고되거나 육아휴직기간 만료일에 해고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내년부

터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인데요. 회사로부터 이관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규직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야기를 들었고, 회사에서는 그걸 이유로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였

습니다. 3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 이후, 1년 전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요.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사업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관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

고, 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쓸 예정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중에 정리해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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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동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

약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되는 ＇갱신 기대권＇

이 형성되어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반하여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

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실관계를 보건대 비교대상 근로자인 무기계약직 대비 2년 미만의 계약직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는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차별시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합창단의 전속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단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고용주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불안하게 한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

가요? 

또한, 복무규정에 ‘준단원에게는 보수월액의 50%를 명절 상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엔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기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겐 

지급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준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

용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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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자연재해로 인한 오폐라사업 중단으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비하여 근로계

약기간의 중도해지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

용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50일전의 사전 통보 등 법상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

로, 3개월 이내의 초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것이 의미 없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권고

사직을 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행정인턴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

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사용기간의 2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도 계약종료 전염성 질병 확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하여 오페

라 제작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해당 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

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사업 중단에 따

른 고용지속 여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행정인턴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인턴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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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

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

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①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

에 대한 ②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③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④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됩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02-2240-1155 

•국민연금 문의(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문의(www.nhic.or.kr) : 1577-1000 

•산재보험 문의(www.kcomwel.or.kr) : 1588-0075 

•고용보험 문의(www.ei.go.kr) : 국번없이 1350 

•사회보험 통합징수 문의(si4n.nhic.or.kr) : 1577-1000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연령은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미

만(18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 자 제외)으로 한정되며, 건강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관리공단

관할지사

관할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신 고 처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www.4insure.or.kr )

최초보험

가입서류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2.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사업장적용통보서

2.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회보험제도

4대보험제도

가입대상

4대보험
1) 4대보험 가입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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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기한

부로 사용되는 근

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

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

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

는 근로계약 내용

과 관계없이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당 평균 15시간 이

상인 경우에는 가

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

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

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

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

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

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상인 자  

(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

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

으로 근로자를 제

공하는 자 중 3개

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

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대상

임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

는 당연적용

※ 거주(F-2),영주(F-

5)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

(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

(D-9)의 경우는 상

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임기제 공

무원 제외),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

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가입대상
상세안내

4대보험
적용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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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출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적정수준으로 내기 위해서는 지출

된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4대보

험 관리공단에서 국세청 전산을 통해 근로소득 처리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

과 보험료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으로서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고 지

역가입자로 적용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한하여 가입하면 됩니다.(반대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임) 이 경우 단원들의 급여에서 고

용보험 본인부담금으로 과세소득의 0.65%만 공제하면 되며 극단에서는 회사부담금으로

서 고용보험료 0.9%(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함) 및 산재보험료 1.084%(임

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금 포함. 단, 석면피해구제금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4대보험에 모두 의무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외에 국민연금 9%와 건강보험료 6.07%(노인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별도)를 단원과 극단이 1/2씩 부담하게 되나,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4.5%는 단원들이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어서 단원의 입장

에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약 3.23%를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고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 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   국민연금 22,500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16,160원,  

고용보험 3,250원, 합계 41,910원

2) 회사부담금 :   국민연금 22,500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16,160원,  

고용보험 4,500원,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등 포함) 5,420원,  

합계 48,580원

※ 해당답변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예술단체 대표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고정적인 급여를 주고 싶은 마음에 내

년부터 단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려 합니다. 단원의 근무시간은 1개월 기준

50시간~80시간 사이로 단원별로 상이합니다. 관련하여 급여의 비용처리 및 4대보험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 모든 단원의 근로소득세 납부와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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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

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

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

지 아니한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서 생활

등급의 정도, 소년소녀가장/한부모/65세 이상 노인 세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

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의하여 의료지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인력인지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출

토록 하여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새로 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려하니, 공단에서 해당자가 국가유공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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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인 단체의 대표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여객운송·화물운송사업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에 임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근직 이사(이사장 포함)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 당연가입대상으로 2개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

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이사에 등재되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등기이사라 하더라

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각종 노동법의 보호 및 고용·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4대보험 가입 단체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등기이사
4대보험 가입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문화예술분야 협회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

고 있는 등기이사의 경우 급여 및 4대 보험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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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의 적용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

만의 기한부 근로자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중 1개월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

공한 자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의 60시간 미만인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 및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하여 한 달 동안 15일 정도 근무하

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시간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단원 중 주 2회 출근하여 6시간 씩 근무(연습 및 공연)을 하는 경우, 4대보

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77 

Part 3
인
사
노
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

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

시기

①    사업장이 1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

하게 된 때

②   적용사업장에 근

로자 또는 사용자

로 종사하게 된 때

③   적용사업장에 종

사하는 18세 미만

의 근로자로서 적

용제외신청을 한 

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신고기한

부근로자가 1개월 

이상 사용된 때

⑤   적용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 또

는 사용자가 기초

수급자에서 해지

된 때

①   근로자: 적용사업

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

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

로 임용된 날

④ 일용근무자

-    1월을 초과하여 사

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

-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 되는 자 : 최

초 사역일로부터 1

월을 초과하는 날

①   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사업장에 고

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

외 근로자였던자

가 고용보험의 적

용을 받게 된 경우

에는 그 적용을 받

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

에 동시에 근로하

는 근로자가 나중

에 신고된 사업장

에서 피보험자격

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이미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

업장에서의 피보

험자격 상실일

①   산재보험이 적용

되는 사업장에 고

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

외 근로자였던자

가 산재보험의 적

용을 받게 된 경우

에는 그 적용을 받

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

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

로 자진신고 대상

사업에서 부과고

지 대상 사업장으

로 변경된 경우 변

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

내 성립된 부과고

지 사업장으로 복

귀하는 경우 복귀

한 날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첨부

서류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4대보험 
신고안내

4대보험
2) 4대보험 신고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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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유의

사항

-   일용직 등 근로자

의 1월이상 근무자

는 최초고용일 또

는 근로자로 된 날

이 자격취득일 임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

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

-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

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부과고지 대상 사

업장만 신고(건설

업 및 벌목업 사업

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

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1월간 소정 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외국

인근로자(체류자격

에 따라 다름)는 산

재보험 근로자 고

용(취득)신고를 아

니할 수 있음 (보수

총액신고시 해당근

로자 보수총액만 

신고 가능)

상세

내역

문의처

국번없이 1355 1577-1000 국번없이 1350 1588-0075

4대보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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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매월 보수지급 시 간이세액표

에 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

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건강보험

료·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및 산재보험료와 합하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비상근직으로서 주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원의 경우 그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연금의 적용도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거나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나,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이중 자격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순서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원 4대보험 
신고 음악단체입니다. 신규채용한 단원의 보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 주 2회(회당2시간30분)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휘자

의 경우는 월150만 원, 그 외 단원들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를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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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대보험
3) 4대보험 납부

보험종류 계산방법 부담정도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9%)
•  가입자(4.5%)

•  사용자(4.5%)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포함)

•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6.07%)+(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6.07%))×6.55%

•  가입자(약3.23%)

•  사용자(약3.23%)

고용보험

•  당해보험연도 총근로자의 보수총액×(실업급여 보험요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

•  당해보험연도 총근로자의 보수총액×(1.3+0.25~0.85)%

•  피보험자(0.65%) 

•   사업주 

(0.9%~1.5%)

산재보험
•  당해보험연도 총근로자의 보수총액×보험료율(사업종류별 

0.7%~34.0%) 
•  전액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 동안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

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4대보험요율

4대보험 
징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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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외국에 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신고를 함으로써 해외근무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별도 점수화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는 반면 지역가입

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출장 시 
건강보험 해외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두 달 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외

국에 나가 있으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

가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져서 부

담이 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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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체류자격 등을 감안하

여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체류자격 여하에 따라 노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특정활동(E-7)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법 규정이 전

면적용되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대상은 아니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임의 가입 할 수 있

고,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

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적용 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외국인

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퇴사 월에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달 급여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기준보수에 따라 매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며,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을 실시하여 재직기간 보수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기 납부한 보험료

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월의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월에 납부하

게 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는 퇴직신고후 해당 공단에 문의하면 그 금액을 알려

줍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통상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된 보수에 보험요율

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므로, 퇴직월 보수에서 보험요

율(0.65%)를 공제하면 됩니다. 

외국인 4대보험
납부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관계

자를 외국인 상근근로자(프로그래머)로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기간은 최대 

1년이며, E-7(특정활동)비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법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자가 지난달 급여지급 이후 추가근무를 2일 하고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전에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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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

개신고서’를 사용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관련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3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의 단체나 법인

 

2. 건강보험 

1)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는 원래 내던 대로 납부하되 추후 정산을 합니다. 1년 동안의 총 

급여를 토대로 연평균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

하는 형태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유예가 되고, 복직시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가 가능하나,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였다가 다음연도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등 무급기간은 ‘근로

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납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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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의 무급휴가, 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별도 조치 없이도 고용, 산재보험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

하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으나 복귀 시 유예

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의 4대 보험 처리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된다면 4대보험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휴직기간은 통상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제도 및 추후납부제도가,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 및 보험료경감제도가 존재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 지급여부에 따라 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가 달라지나, 산재보

험료는 보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주

는 제도로서 동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였다가 

복직후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할 납부(단, 연금보험료는 이자납부)하는 제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  1개월 이상 휴직한 자에 대하여 휴직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육아휴직은 60%) 경감해주는 

제도

무급휴가 기간 
4대보험 납부 단체 직원 중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두 달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

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2월 1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는데, 

3월과 4월의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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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

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권고사직 등)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

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

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

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예술단체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혜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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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나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난 반면 지급

요건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금액 : 실직 전 임금의 50%

•  지급기간 : 90~240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  평균수급액 : 312만 6천 원

•  지급조건 : 이직 전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함(고용보험 가입기간)

•  금액 : 실직 전 임금의 60%(10%증가)

•  지급기간 : 120~270일 (근속연수에 따라 차

등지급, 30일 증가)

•  평균수급액 : 416만 6천 원(104만 원 증가)

•  지급조건 : 이직 전 2년동안 270일 이상 일을 

해야 함 (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조건 2016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변경된다고 하던데, 관련 내용을 알려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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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

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의가입을 한 경우 폐업 등 수급요건에 

해당되다면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내용

가입 방식 임의가입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기준 보수

•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 등급의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가입기간 1년, 수급이 가능한 폐업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 수급가능 폐업사유 : 적자지속, 매출액감소,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

•직무수행능력향상 지원 : 연간 1인당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 연간 1인당 200만 원(5년간 3백만 원) 범위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중장기 수지 고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

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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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며, 자동차보험

으로 최종 합의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해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액이 산재보상금보다 저액인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지 또는 교통보험으로 처리할지는 여부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상액이 많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4일이

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

험으로 처리할 경우, 재해근로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

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근로자 병원 후송

•  후송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병원 측에 확인하고, 만약 산재지정 의료기관

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꾸어야 함

② 요양신청서 3부 작성 

•  요양신청서 서식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 다운로드, 또는 병원 원무과 비치 

서식 사용

③ 요양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의료기관, 사업장, 각각 제출

•  인터넷토탈시스템(total.kcomwel.or.kr)으로 산재발생 신고 가능

④ 근로복지공단 재해여부 확인 및 승인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⑤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지사(원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

심사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장중 사고 시
산재보험 소속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예술강사 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오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처

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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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최저임금제03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고 정식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에서 정한 바대로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약 8.1%인상)

연도
최저임금

시급 일급(8시간 기준)

2016년 6,030원 48,240원

※   단,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

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

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제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

고가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턴직원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인턴직원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직원 채용 전 2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식급여는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이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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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그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

니다. 만일 위 강사가 주5일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20시간, 월 80시간(월 

10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 한다면,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근로시간(20

시간)+주휴시간(4시간=20시간/5일)],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3시간[=주당 유급처리

되는 시간(24시간)×4.3452주]으로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사의 월 최저임금액은 

628,838원[=월 유급처리되는 시간(104.2848시간)×시간급 최저임금(6,030원)]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월 기본급 50만 원만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되어서 

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월 기본급 50만 원에 강사수당 

128,838원 이상이 지급되면 그 달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

험이 당연적용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수준 및  
4대보험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50만 

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50만 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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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

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

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

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

지급대상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 제도

임금
2) 퇴직금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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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월급을 제공받는 직원 3

명도 1년 이상 근무(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한 자라

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직원 3명 이외의 공연수당을 지급받는 정단원이 근로자에 해당

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KBS교향악단의 경우 연주를 제공하는 노무, 출퇴근 등 복무, 행정사항 등에 관하여 회사

의 승인을 득해야 하거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근로소

득세를 내는 경우, 복무위반 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

례가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출근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매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요일을 달리하

더라도 주 3회 매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이 발생한다. 

만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주 15시간 이상

인 기간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

간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로서 

연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기간동안 근로제공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계속연수 1년 미만에 해당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대상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획 및 행정 직원이 3명인 전문예술단체입니

다. 그 외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연 시 수당을 받는 정단원이 10명 정도 있

습니다. 직원과 단원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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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률인 노동법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

자 간 합의로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채권포기는 가능하므로, 법정 퇴직금중 

얼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퇴직금 권리기간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고 퇴사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가압류 등 민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퇴직금

1년 반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준 이하
퇴직금 지급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측과 노측이 퇴직금 

지급을 법정기준 이하로 하는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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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밟는 등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 담당

자로 직원을 고용하여 2014년 4월 16일~2015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기

간제 근로계약을 종료 후, 2015년 3월 새로운 사업에 재채용되어 2015년 3월 3일부

터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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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말그대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돈을 지칭합니

다. 근로자가 특별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사유불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

을 수 있었는데 201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됨에 따라 임의적인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1회만 허용)

3.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혹은 부상으

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혜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의해 시행이 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가 필요합

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를 받고 퇴직금을 주었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정산서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류 및 퇴직금 정산서를 주고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서는 퇴

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그 중간정산 요건

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

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대상 기간을 줄여서 중간정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

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목돈이 필요하여 관련 제도를 알아보다가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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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금
3) 임금체불

법인에 지불능력이 없다면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진정 등 민원제기는 불가피합니다. 체

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에게 달리 

임금을 변제할 자산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

았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전부가 퇴사를 하였고 사업장도 폐쇄된 상태이므로 실제적으로

는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 시 임금 등의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

니다. 관련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근로하였

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

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약 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

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

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참고

임금체불

공연단원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개월이 지났지만, 출연료

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최사에 문의를 하였으나 결과보고와 정산이 모

두 끝나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계약 시 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였으나 결론

적으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이메일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중

입니다. 법정 임금지불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 중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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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 법에 의하여 부여

되는 휴일(법정휴일)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휴일(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으로 부여되는 휴일로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므로 단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연차휴가, 생리휴가, 

보호휴가(출산전후, 유사산휴가), 보상휴가 등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법정휴가)와 병

가, 공가, 하기휴가, 경조휴가 등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약정휴가)로 구분

됩니다. 

법정휴가는 법에 의하여 유급(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5일 이내 최초 3일까지 유급, 생리

휴가는 무급)으로, 약정휴가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연차휴가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휴가사용

일로 하며, 보호휴가 및 약정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제 시행사업장의 경우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자(1주간 소정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매 2년마다 1일

씩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부여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사

용한 휴가일수를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며,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연간 8할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도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일

주휴일

휴가

연차휴가

휴일 및 휴가
1) 휴일과 휴가의 개념04



19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로 연

차휴가가 발생되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014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100%만근하였다면 2014년도 입사일 이후 소

정근로일수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6월 : 20일

2014년 7월 : 23일

2014년 8월 : 20일

2014년 9월 : 20일

2014년 10월 : 21일

2014년 11월 : 20일

2014년 12월 : 22일

2014년도 입사일 이후 소정근로일수는 146일로서, 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전년도 소정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익년도 연차일수를 산정하면 되므로, 

산정식

15일 x 입사일 이후 소정근로일수(146일)
= 8.87일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9일)

2014년도 총 소정근로일수(247일)

즉, 2015년 1월 1일부로 발생된 연차일수는 9일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미사용 휴가 일

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기간 내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계산

연차발생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014년 6월 1일 입사자이며 현재까지 

100% 출근율 근속직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201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되는 시점인 2015년 6월 1일에 15개가 발

생하는 건지요. 후자라면 2015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15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차 발생 시점과 일수를 알려주세요.(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한 국공휴일을 제외한 날

이 소정 근로일임)

참고

연차휴가 이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15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15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16년에 이월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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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연차유급휴가에 한하여 실시하

는 것으로서 설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보상휴가에 대한 휴가대

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년 11월 5일자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공휴일 

중 설날 및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

휴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

무가 생겼습니다.

보상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

근로에 따른 보상을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는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상휴가로 계산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할 경

우에는 1:1로 계산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

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하에 대체휴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1:1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체공휴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휴일 및 휴가
2) 보상휴가 및 대체휴가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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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5일제 근무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씩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각각 12시

간(8시간×1.5)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

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범위

가 되며, 해당 단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

닙니다. 우선적으로 해당단체와 연락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감

독관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미지급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근

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집니다. 통상 체불금품액의 10~20%선에서 벌금액이 정해지나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

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

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별도의 압류, 본안소송 등 소송절

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러한 민사절차를 무료

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문화재단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 시에 주 5일,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월~금)에 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나요?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간 근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

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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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이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률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부 연주에 따른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 기본급에는 소

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월 기본급과 별도로 외부연주수당을 지

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사합의로 이를 명

확히 하면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연장수당보다 저액인 경우 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이월

공공공연장입니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보상 휴

가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 2011년 5월에 보상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것

을 6월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7월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혹은 해를 넘

겨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 
수당대체 국악공연단체입니다. 단체의 특성 상 외부출장 및 연주 일정이 많아 연장근

로가 불가피합니다. 모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에는 휴가일

이 너무 많아져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외부연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의 50%를 가산하

여 지급할 수 없어 노사합의를 거쳐 연주개런티의 70%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합의하고 합의서도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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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

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며,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일 및 휴가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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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

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

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

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

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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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부

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휴직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육아휴직기

간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은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

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해가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은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혹은 정규직 전환시점)은 육아휴직 

최장사용 후 복직년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기간제 근로자)이 작년 3월부터 근무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근

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해당 직

원은 9월 출산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라 산전후 휴가는 대략 9~12

월 중 3개월 사용할 예정인데, 이후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사측에

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상

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계약 종료일(익년 2월 말)이 휴직 중간에 걸

려 있어 12월 말 계약 갱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일에 포함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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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허용의무가 있으므로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5년 6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

로 기관과 협의가 된다면 재차 2017년 5월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문화예술 지원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입사하여 2015년 

5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6년 5월까

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출산예정이

라 1월부터 산전후휴가(출산휴가) 3개월 사용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정

규직이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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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임신한 경

우 75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소정근로일 및 유급처리 되는 날에 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여 지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405만 원(30일 기준 135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통상임금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제외하

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제하에 월 통상임

금이 209만 원인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은 209만 원/209×8시간=8만 원으로서 출산전

후휴가 최초 60일 중 무급휴무일이 토요일이 8일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8만 원×(60일-8일)=416만 원을 지급하되,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

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416만 원-135만 원×2=146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근

로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임신한 경우 75일) 이

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존재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으로부터 

135만 원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저희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우선 지원 대상기업”입니다. 직원의 출산 예

정일이 9월 중순 이후고, 8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이어 

육아휵직을 사용할 계획이며 총 휴가 및 휴직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런 경우, 예술단체에서는 직원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휴가 및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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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 원~최고 100

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육이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계

속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받되, 그 금액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자를 계속 고용하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된 자 1명당 월 3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채용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예술단체 행정 담당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어 문의 드립니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측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한 ‘육아휴직장

려금’ 경우는 사업주가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시 지원하는 20

만 원은 몇 개월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경우는 만약 근로자

가 8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총 6개월을 사용한다 했을 시 사

업주가 본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복귀를 한 30일 이

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지원’ 형태가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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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용어들은 상당부분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와 기타

분야와도 조금 다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조성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fund)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raising)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예술분

야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예술단체가 고유한 목적활동 이외에 재원

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조성은 지원과 

후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① 지원하는 기관의 고유한 목적사업이면서 ② 

지원하는 기관에는 사전에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③ 지원받은 단체의 사

후 정산의 개념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후원이란 지원

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광의의 후원과 협의의 

후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광의의 후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

부와 협찬(sponsorship)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상 정의하는 기부(donation)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공익, ②비대가성, ③금전적 가

치, ④자발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

(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

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협찬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

를 띠고 있으며 기부와 함께 재원 등 물질적인 요소를 수반합니다. 기타의 후원의 경우 반

드시 물질적인 요소가 수반되지는 않으며 장소제공, 근무지원, 명의사용 등의 다양한 형태

를 띠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란?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또는 대가(代價)를 의미하며 법률 상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로 정리되나 일반적인 기부자예우제도를 반대급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문예술법인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오픈하려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과 구성을 진행하던 중에 기부, 후원, 협찬, 모금, 재원조성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

기부금 개념
1) 기부금의 개념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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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제한됩니다.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의 구분이 필요

합니다. 첫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 둘째 기부금을 공개모집할 수 있는 자격여

부, 셋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과 요건은 각각 개별적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부금 수령 자격의 경우 어떤 단체

라도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기부금품 공개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등록되었다면 「기부금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 시 영수증을 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거나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

정되지 않은 고유번호증만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라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상 기부

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 단체로 판단됩니다. 

개념 내용

기부금 접수
모든 단체는 기부금 접수가능

단, 공공에서 출연한 단체는 별도의 검토 필요

모금활동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만 가능. 단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도 모금활동 가능

세제혜택

영수증 발행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비롯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만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영수증 발행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창작공연을 하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10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소외계

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에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문예술

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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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등

록 절차를 거친 단체에 가입한 회원(소속원)이 후원금 또는 가입비를 낼 경우 기

부금품상 적용되는 기부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구성원, 회원, 신도 대상의 

금품 모금은 등록 없이 모집이 가능합니다. 회원의 후원금 또는 가입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품법」이 아닌 「소

득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자와 회원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부금 접수 시 

약정서나 신청서를 받는 것처럼 회원가입 시에도 회원으로부터 회비운영에 대한 약관 동

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부자와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부자(donor) 회원(membership)

재정적 기여 기부금 (사용에 제한이 존재) 회비 (사용에 제한이 없음)

사용보고 사용결과 신고의무 존재 사용결과 신고의무 없음

참여 및 활동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없음 단체운영에 대한 참여 있음

「기부금품법」 단체의 소속원의 정의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의 일원으로 그 단체 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

기 위해 명칭을 불문하고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동의하여 정관, 규약, 회칙 등에서 규정된 회

원가입 절차를 마친 자

후원회비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공연장입니다. 내년부터 후원회원을 모집

하려 합니다. 연회비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

집할 계획인데, 이렇게 모집한 회비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

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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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략 -

4. 「문화예술진흥법」

- 후략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기부금품의 공개모집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서신, 광고, 그 밖의 방

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모집등록

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외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부금품 공개모집과 이를 위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이외의 다른 부분, 즉 기부금품 ①접수, ②사용, ③사용결과보고는 

모두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모집 등록이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란 1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해당기관에 사전

(2014년부터 사후 등록가능)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부금품 모집

은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임.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모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1천만 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

② 소속원, 구성원, 회원으로 부터 모은 금품

③ 반대급부가 있는 모집금품(바자회, 일일찻집) 

④ 모집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⑤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대상 (ex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 모집목표 등록여부 등록처

1천만 원 미만 등록× -

1천만 원 이상~10억 이하 등록○ 시·도지사

10억 초과 등록○ 행정자치부장관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준비 중인 전시장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이 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

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기부금 개념
2) 기부금 관련 법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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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

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

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

체를 말한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는 기부금의 공개 모집이 가능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략 -

4. 「문화예술진흥법」

- 후략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관련 내용은 PART7 문화예술분야 정책제도 > 전문예술법인·단

체 지정·육성제도를 참고해 주세요.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금 공개 모집은 허용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기부금 모집
1) 기부금 모집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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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

과 관련한 법률은 안전행정부 소관 「기부금품법」이고, 기부한자가 소득공제 또

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법률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률은 각각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귀 단체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금(기부금 모집)은 모금단체에게 사전에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허가제’와 ‘등록제’의 성

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 이전에 다음의 두 가

지 자격요건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전문예술단체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술단체로

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

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가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모집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

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가능 
단체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

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

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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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정일에 기부자 금융계좌에서 기부금이 모금단체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정기기부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유

용한 기부금 수납방법입니다. 이러한 CMS 사용은 ① 금융결제원에 직접 신청해서 사용하

는 방법과, ② PG(Payment Gateway)사를 이용하는 방법, ③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MS신청

① 거래금융기관과 CMS이용계약 체결 및 CMS계좌 확정

② 금융결제원에 CMS이용신청서 제출

③ CMS가승인 → 전산테스트 → CMS승인(실시)

CMS이용

① 기부자로부터 출금동의서 받음

② 고객의 출금계좌 등록

③ 출금요청 → 자금지급(금융결제원) → 수납

CMS해지
① CMS해지신청서 제출

② CMS해지

두 번째 방법으로 PG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G사란 은행이체, 신용카드결제 등 

다양한 전자결제장치를 사용하여 기부자가 기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

는 회사입니다. 모금단체의 경우 현금 및 계좌이체를 제외하고 다른 결제 장치를 직접 운

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PG사를 통해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면서 CMS를 함께 

이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CMS관련 중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예술단체의 

정기후원의 프로세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홈

페이지(http://www.artistre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MS개설
정기기부자 모집을 위하여 자동이체 방식을 활용한 CMS를 신청하려 합니

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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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 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국립예술기관 및 단체와 지자체에서 출연한 

문화재단 및 단체 등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으면 기부금 모집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

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

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ㆍ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ㆍ단

체를 말한다.

기부금 모집 불가 
단체 서울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연장입니다. 저희 공연장도 후원회원을 통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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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이는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접수

가 허용되는 기관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금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란 기부

자가 사용 용도·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접수 허용

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당해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②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기부금품

법」 제5조제2항제2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모금단체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자체등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금단체에 전달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되었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

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기부금품법」 제5조제2

항제3호)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

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함

기부금 모집 불가 
단체 예외적 접수
허용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저희 기관은 대표자의 

임면, 예산승인 등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고 매년 결산 및 정산보고를 진행합니다. 저희 재단은 모집행위는 하지 않았

는데, 모 기업이 자발적으로 저희 기관에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런 경우, 저희는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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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재단에서 기부금을 일반회계 혹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에 따른 모집비용 

사용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모집비용의 재원원천에 따라 모집비용 사용제

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비용을 귀 재단의 기존예산에서 사용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

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비용을 충당할 경우 모집비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재원을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역시 모집비용의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

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비용은 기부금을 모집한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금관련 부서를 운영할 경우 초기에는 모집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

므로 모집된 기부금 외 모집비용에 해당하는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

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실제 모금액 모집비용 충당 적용비율

200억 초과 실제 모집금액의 10% 이하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2% 이하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3% 이하

10억 원 이하 실제 모집금액의 15% 이하

기부금 모집비용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

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참고

기부금 모집
2) 기부금 모집 비용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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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을 할 때에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출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모집비용이

라 합니다. 모금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최대 15%이내 

범위에서 모금액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

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단체 모금사업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

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

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실제 모금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문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법」 상 모

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지만, 그 이외의 경우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비용
이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무용단입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기부

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모집비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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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등록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상황에 대한 

공개의무를 지게 되며 기부금품 사용명세, 증빙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

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모금활동을 했다면 상

기와 동일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예술법인에서 내부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계획서(사업기안), 기부금품 모집결과(사업완료기안), 기부금품 사용결과(사업완료기안), 기

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발급대장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연차보고서 등

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현황과 사용결과 등의 내용을 법인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합법적인 모집과 투명한 사용은 기부금품법과 모금윤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기부금품법」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

①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9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

①   모집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장부를 

기부금품 모집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모집금품을 출납하면 법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수

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및 모집된 기

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

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④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끝나거나 모집목표액에 이르면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

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

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서류비치 및 모금
내용 공개의무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

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참고

기부금 모집
3) 기부금 모집내용 공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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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회계·세무
1) 기부금 유형과 세제혜택

먼저 모금단체가 개인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꼭 언급되는 연말정산

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급여가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 

회사는 일정부분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하여 다음해(연초)에 

연간 총급여에서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보험료 등의기부금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

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보다 많으

면 그 차액분을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으면 그 차액분 만큼 세금(소득세)를 추가

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한 상태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총소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2014년 적용되는 개정세법에서 기부자에게 어떻게 작용되는 것

일까요? 기부금과 관련된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특별공제 항목으로서 기부금이 소득공

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고소득 고액기부자의 경우 세금혜택이 

「세법」 개정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

공제 방식의 차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소득에서 빼줄 것이냐, 세액에서 빼줄 것이냐의 차

이입니다. 세율이 단일세율이면 차이가 없지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적

용 전 빼주는 것보다 세율 적용 후 빼주는 것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기부금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

액공제와 관련하여 용어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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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기부금(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정치자금기부금(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혜택)

각 기부금은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각 종류별 해당 기부유형과 공제한도

요율 등이 다릅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부금이라면 단체 입장에서 기

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기부한 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 산

입한도 규정만 적용되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4년 「세법」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구
분

기부자
세제혜택

(2013년까지)
세제혜택

(2014년부터)

지

정

기

부

금

개

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필요경비 산

입한도액)

종교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10% 

+ min((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

입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변동없음

종교기부금 외 기

부금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X30% 
변동없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종교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법정기부금)×10% 

+ min((소득금액-법정기부금)×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세액공제로 

전환, 하기 참조

종교기부금 외기

부금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법정기부금)X30% 

(※)세액공제로 

전환, 하기 참조

법인(손금산입 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10% 

한도로 손금산입 인정
변동 없음

법

정

기

부

금

개

인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100%

까지 필요경비 산입인정
변동 없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전액 소득공제 (※)하기 참조

법인(손금산입 한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한도로 손금산입 인정
변동 없음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개인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는 다음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

당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25%가 세액공제됩니다. 

① 법정기부금 전액

② 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 : 소득금액1)×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 :  소득금액×10%   

+ min(소득금액X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1)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하고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이하 동일

기부금 유형

기부금 유형별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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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복잡해

짐에 따라 다소 복잡한 경우의 사례를 들어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기부자가 법정기부금을 10백만 원, 종교단체기부금을 

18백만 원,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을 12백만 원 지출하였고,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외하고 법정기부금 10백만 원 차감한 금액)이 100백만 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기부금 전액 : 10백만 원

② 한도 내의 지정기부금 : 22백만 원

   •  소득금액 100백만 원 × 10% + min(소득금액 100백만 원 × 20%, 종교단체 외에 지

급한 지정기부금 12백만 원)  = 10백만 원 + min(20백만 원, 12백만 원) = 22백만 원  

①+②의 금액이 32백만 원으로서 3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세액공제액은 30백만 원×

15% + 2백만 원×25% = 5백만 원입니다.

이 때 ②의 한도초과액(지정기부금 총 지출액 30백만 원-한도액 22백만 원) 8백만 원은 

5년간 이월됩니다.

세제혜택 관련 용어설명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세액공제
(tax credit)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비용
(expense)

기업의 생산·수익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비용

손금
(tax deduction)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세법」 상 비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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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구조를 아셔야 합

니다. 아래 표에서 윗부분이 소득공제이고, 아래 파란 부분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100만 원에

서 소득세율이 곱해진 만큼입니다. 만약 기부자가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게 된다면 6만 

원이 세금 감소 효과가 되고,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부자가 적용

받는 세율에 관계없이 100만 원 전액이 세금 감소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부금 세제가 소

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기부자의 세제혜택이 더 많아

졌다 적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전

액에 대하여 기부자의 적용세율(6%~38%)에 따라 세금감소액이 달라지는데, 개정된 세액

공제 방식은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만약 기부자의 적용세율이 15% 이

하였다면 지금의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 것이고, 기부자의 적용세율이 15%를 초과한

다면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더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제는 「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지면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 4단계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세액공제 계산식
저희 기관은 전문예술법인으로,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

다.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에 대한 공제 계산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싶은데 

개인후원(세액공제) 와 기업후원(손금산입)에 대해 알기 쉽게 예를 들어 계산식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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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를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 단체가 지정

기부금단체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아니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더

라도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잘 모르신다

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기부금 고시단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정되면 6년 기간 동안 지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단체의 입장에서 모른다면 지정기부

금단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방법은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받는 것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면서 전문예술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됩니

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

급하시면 개인회원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의 15%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

습니다.

기부자 세제혜택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

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자 세제혜택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발레단입니다. CMS를 이용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CMS를 이용하여 정기기부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세액공제혜

택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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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이면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

체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 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

게 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세무상 비용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에서 소

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세제혜택 한도가 달

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한도가 충분하므로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받

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액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항상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세제혜택 금액은 연말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제의 

기본대상은 1년 전체의 이익(법인) 또는 소득(개인)인데, 이는 쉽게 가정하기 힘들기 때문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의 가상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www.nts.go.kr

개인사업자  
세제혜택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인 공연단체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우리 단체에 기부

를 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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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공연장 리모델링 등으로 지정하여 기부를 받는 경

우에는 재무·회계상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

업에 기부한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면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제한은 재단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안입니다. 문체부산하 비영

리단체의 경우 대부분 정관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기

본재산의 입출입(변동)은 발생 시 마다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사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

부금품 전액 또는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부자의 기부의도입니다. 조건부기부

(지정기부)로 받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게 되면 조건부 기부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접수된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기부

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부금 회계·세무
2) 기부금 회계관리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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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후

원회를 별도로 갖고 있으나 후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단명

의로 받게 되면, 이러한 기부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긴 합니다. 모 지자체 문화재단의 

경우 세입세출로 잡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부금 

모집 시 별도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거나 기부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리모델링, 신진 예술가 양성, 지역 예술인 지원, 직원 복지 등

과 같이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로 별도 관리해도 되는지는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기부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지 않

고, 기부금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예산 반영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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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회계제도는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됩니다. 지자

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예산 회계제도를 

운영하게 되며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역시 동일한 예산 회계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

산의 낭비와 부정사용 등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비 이월, 수익금 마련 지출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특별회계로 운용한다고 명시하고,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입니다. 특별회계는 재단 정관 및 회계규정에

서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특별회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해야합니다.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없더라도 

당해연도에 들어온 수입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특별회

계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운용하면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지출이 가능해집니다.

기부금 특별회계
올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축제를 앞두고 기업홍보, 

체험부스 등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기부금 및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술경영 컨설팅 FAQ를 확인하여 재단의 경우 기부금을 특별회계로 관

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확인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고, 특별회계로 운

영 시 당해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당해연도에 기부금 수익으로 처리하여 바로 출납 집

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받은 기부금은 연말에 결산을 하여 차년도 예산으

로 편성하여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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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중고책상을 기부 받은 경우 현물기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현물의 공정가

액으로 기부금 수입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정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기부를 받은 

시점에 당해 중고책상의 실제 시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고책상의 최초 취득원

가가 13만 7천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상대

방 단체에서 최초에 책상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5년(60개월)으로 하여 정액법을 적용했

다면 2015년 11월말 현재 책상 1개당 미상각잔액은 약 27,400원(48개월분 상각 후) 정

도이며, 이렇게 계산된 미상각잔액을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는 기부 받은 중고책상 6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비품 1,644,000 (대변) 기부금수입 1,644,000

2. 한계점             

회계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발생주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귀 단체와 같은 비영리재단은 회계 상 수입뿐만 아니라 예산상 수입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바, 예산상 수입을 집계함에 있어 현금으로 유입된 것이 아닌 현물 기부금을 

수입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현물 기부금을 포함하여 수

입예산을 작성할 경우 예산상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의 현금유입 총액이 불일치할 것이며, 

그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일부 비영리재단에서는 현물 기부금을 받더라도 회계 상 또는 예산상 수입으로 반영

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사업수입에 속하는 현금 기부금과 구분하여 사업외수익에 속하

는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상

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단 소유의 

비품이 증가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자산관리대장 등에는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중고책상 60개

를 현물기부 받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13만7천원이고 취득일자가 2011년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상을 이관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내용연수 5년에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50%로 등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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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는 시가와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나 제작원가 및 이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화공연과 전시티켓의 경우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티켓기부 운영을 준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가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티켓기부 운영

● 현물기부 처리대상 : 당해 연도에 기증받는 현금 아닌 자산(티켓포함)

● 현물기부 금액산정 : 당해 연도 장부가격(제조원가, 최초 취득가)

● 티켓기부

   ⑴ 기부자가 티켓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경우 ⇒ 구입가의 100% 인정

   ⑵   기부자가 제작한 공연, 전시티켓을 기부하는 경우 ⇒ 장부가(티켓원가 또는 제작원가)

인정

● 티켓 장부가액 증빙서류 : 별도의 장부가액 확인서 접수

장부가액 확인서 

1. 기부 물품 : 

2. 기부 금액(정부가 기준)

품명 장부가 수량 금액

※ 판매가 대비 장부가 비율 :               %

  위와 같이 기부 물품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인하며, 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책

임은 본사에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기부처명 (대표 직인)

공연티켓을 
기부하는 경우 극단입니다. 저희 극단에서 기획한 어린이공연 티켓을 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티켓기부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영

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티켓기부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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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부의 경우, 기부가액을 산정하여 기부가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①   기부가액 : 개인이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기부시점의 시가로 합니다. 이  

때의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며, 시

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 및 기부금 영수증 : 개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의 15%(기부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이 때의 기부금액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귀 

단체에 기부하는 자의 2015년 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기부하는 토지의 시가가 3억 

원이라면, 1억 원의 30%인 3천만 원까지 2015년의 지정기부금가액으로 인정되고, 3

천만 원에 15%를 적용하여 4,500,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기부자산가액 2억 7천만 원(=3억 원-3천만 원)에 대해

서는 이후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5

년간의 소득금액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총 토지 기부가액 3억 원에 대해 15% 또는 

2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을 발행하여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법인의 이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해

당 부동산을 기부해 주시려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약 3억 원 정도로 추

정됩니다. 전문예술법인에게 부동산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제혜택은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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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기부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익법

인 등(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지정기부금 단체도 포함됩니다.)이 기부 받은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됩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

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유의하여

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을 기부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변) 토지            ××× (대변) 자산수증이익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

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위 회계처리를 목적사업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목적사업의 당기순이익만 증가하고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당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위 회계처리를 수익사업으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므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기부받은 자산을 기본재산(기본금, 출연금, 출연재산 등도 같은 의미)으로 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회계처리도 가능합니다.

(차변) 토지            ××× (대변) 기본재산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 수익사업 중 어느 부문으로 처리하든지 법인세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기부받으면서 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은 구분

기장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대한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기부받는 경우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부동산 기부를 받는 경우 저희 법인의 회계 및 세무관

련 문제는 어떠한가요? 부동산 기부를 받게 되면 법인세가 증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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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면서 전문예술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이 됩니

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이라면 손금산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

수증을 발급하시면 기부한 법인의 연간 소득의 1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의 경우 기부금액이 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법인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서식 2>를 발행하고, 기부

를 받은 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서식5>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서식6>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며 해당 양식을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지로자동이체 수수료 및 CMS수수료 등의 비용은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모집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000원일 경우 수수료 240원을 

제한 9,760원이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되더라도 수수료 240원은 기부금 지로 서비스를 이

용하는 비용에 해당하니,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즉, 기부자에게는 

10,000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을 받은 경
우
행정처리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

빙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수증발행
수수료 발생부분 전통예술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회원들에게 

지로와 CMS를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10,000원을 기부한 경우 1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240원을 제한 9,760원을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단체가 수령한 금액만큼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 수령 시 행정처리
1) 기부금을 받은 경우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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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관련된 사업 주체는 크게 기부자, 모금자(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수혜자로 구분됩니다. 문의하신 프로세스에 업무처리 절차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 정
절 차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수령한 후 영수증 발행 → 수혜단체에게 지원금신청 안내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및 교부 → 지원금 사용 후 결과보고서 수령 →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용 결

과보고서 송부 순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기업과 재단간에는 기부자와 모금단체관계가 적용되며, 재단과 B단체는 보

조금 교부 및 수혜단체로 정리됩니다. 즉, 기부금이 재단으로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교부되

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단 기부금 관리규정에 기부금의 지원금 신청과 교부에 따른 

세부 절차(기탁기부금 운용방안)가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규정이 없다면 통상의 보조금/지

원금 교부 방식을 준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부금 접수 시 기부자와 예술단체간의 특

수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기부금 접수와 지원금 교부에 따른 투명

성(기부자와 수혜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 검토)을 위해 재단 자체 기부심의위원회를 두기

도 하지만 강제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기탁기부를 받은 
경우
행정처리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요청이 있어 기탁기부금을 수령하여 단체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

단은 규정상 기탁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A기업이 재단에 

기부하고, B단체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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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지역문화재단이 조건부기부금을 받는 것은 아무 문제

가 없습니다. 단, 지역문화재단의 고유한 목적사업 중 ‘예술단체 지원’이 포함되

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정관 상 목적사업에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

다면, 기탁기부금(조건부기부금)수령 및 교부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A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과 B에게 주는 것은 별개의 거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A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

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B에게 주는 것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예술단체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서를 받고 사후에 정산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A에게 기부를 받는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은 A와 B가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인지 여부이

며, A에게 받은 기부금을 B에게 교부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은 보조금 집행내규입니

다. 보조금 집행내규에서 과세사업자를 수혜대상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염려하시

는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 다만 보조금에 준해서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이후 수혜자로부터 

행정적 증빙서류 등을 잘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의 단체가 조건부기부금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처음이고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

지 않다면 내부 의결을 통해 ‘조건부기부금의 교부는 보조금 교부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는 내용을 규정화 시키고 운용하는 방법이 향후 단체감사 등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탁기부를 받은 
경우 행정처리 전문예술법인인 지역문화재단 입니다. 조건부기부금 교부와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A단체가 B에게 지원해 달라는 조건으로 

당사에 조건부기부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혜자인 B의 사

업자등록증을 검토해 보니, B는 일반과세(임대,공연장대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이럴 

경우, 조건부기부금을 과세사업자인 B에게 교부해줘도 법률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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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현장에서 기부금을 접수할 때 의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현물기부

에 대한 영수증 발급입니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의 기준은 물품의 현재 가격 

즉,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가격(시가 market price, 장부가 book price)’입

니다. 상품의 정당한 매매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지금 유통되는 시장가격(시가)을 알아보

는 것과, 상품의 제조원가나 취득가액, 공급원가(장부가) 등을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습니

다. 현물의 기부금품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부가액의 결정내용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

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기부금과 같은  법정

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물품을 기부 받았을 때, 모금단체는 A물품이 현재 판매되는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을 조사하고 이 금액을 1차 기부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일 A물품이 최근 매매되

고 있는 미사용 물품이라면 1차 기부가액을 그대로 기부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만일 A물

품이 중고나 제작연도가 오래된 물품이라면 적당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기부가액을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품의 가격을 조사한 자료나 장부자료 사본 등을 발급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에게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 기

업에서 축제운영을 위해 의자, 테이블, 티셔츠 등을 기부해 주신다고 합니

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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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현물 기부 역시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질

의의 경우 개인기부자가 개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부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앞장의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

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

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인에게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 장비운송용 차량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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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

려면 먼저 해당 대상이 「세법」에서 적용받는 적법한 기부인지가 판단되어야 하

는데, 자원봉사의 경우 법률 상 특별재난지역(예를 들어, 태안 기름유출 제거 활동 등)의 

자원봉사만을 용역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외의 자원봉사는 기부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는 

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용의 기부금품 가액산정

자원봉사용역이 기부금품 가액으로 인정되려면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자방자치단체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로 발행된 자료만 가능하며, 금

액산정은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5만 원’의 산식에 따라 결정됨

용역 기부를  
받은 경우 저희는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분

들에게 현금으로 사례는 불가하지만, 시급기준으로 계산하여 활동비용을 기

부금영수증으로 발행이 가능할까요?

참고

기부금 수령 시 행정처리
3) 용역기부를 받은 경우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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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에도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

식을 기부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

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일로부터 3년 

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

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 받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연 받는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출연한 타 공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

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영수증에 기입하여 발행

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제87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

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

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

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2011.3.31. 신설>

주식기부를 받은 
경우 행정처리 문화재단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번에 주식을 기부 받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주식 기부를 받아도 되는지와 

받은 이후 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을 기부 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금 수령 시 행정처리
4) 주식기부를 받은 경우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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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부금 영수증 작성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 또는 기부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손

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하였다면 「법인세법」 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개인이 기부하였다면 「소득세법」 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

급하여 주면 됩니다.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경우, <서식 1> 사용

1)   기부자의 인적 정보, 기부 받은 단체의 정보를 기재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란 작성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이라고 기재

2) 기부금 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3)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4)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

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서식 2> 사용

1)   기부자의 인적정보와 기부 받은 단체정보 기재, 기부금모집처 란은 기부금모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

2) 기부내용 란은 유형 칸에 ‘5’, 코드 칸에 ‘40’, 

3)   기부내용 란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할 경우, 유형 칸에 ‘지정’, 코드 칸에 ‘40’, 구분 

칸에 ‘금전’ 또는 ‘현물’이라고 기재하고 기부일과 기부내용, 기부금액을 기재

4)   신청인 서명란은 공란으로 두고(기부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때 서명하면 됨), 작

성일자를 기재하고, 기부금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서식 3>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

다. 또한 <서식 4>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기부 받은 자가 법인이라면 <서식 5>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서식 6>을 작성하여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 단체가 <서식 1>을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서식 3>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 올해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경우 

각각 영수증 작성 양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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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기부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

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

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제

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면 2014년 날짜로, 2015년에 수령하였다면 

2015년 날짜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귀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2015년 1월 1일 받았으므로, 2015년 1월 1일 이

후 접수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 세제혜택이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일 이전에 받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소

급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문예술단체 지정 이후에 수령한 기부금부터 기부금 영수

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과
개인정보 수집 저희는 사단법인이며 전문예술법인입니다. 회원들에게 후원회비도 정기적

으로 받고 있으며, 공연이 있을 때면 일시 기부금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회

원 및 기부자들로부터 연말정산에 활용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

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강화되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을 위

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일자 올해 1월에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예술단체입니다. 작년 11월 저희 단

체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무릎담요를 기부한 업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

행하고 싶은데요. 당시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기 전이라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못하고 물품만 수령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날짜 혹은 올해 1월 1일자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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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작
성
서
류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발급·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에게 발급 [서식1]  

②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에게 발급 [서식2]

③ 기부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서식 3]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

에 제출 [서식 4]

④ 기부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서식5]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

에제출 [서식6]

영
수
증 
발
행
유
형 
및 
코
드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단체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비롯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의 유형 및 코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기부자가 ‘개인’일 경우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

   •유형 및 코드 :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 40

② 기부자가 ‘법인’일 경우

   •구분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유형 및 코드 : 유형 5, 코드 40 

서
류
보
관 
기
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다음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

명세서

② 법인이 기부받은 경우 : 기부자별발급명세

기
부
금 
신
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법인, 개인 모두 해당)

   •제출기간 :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처 : 관할 세무서 

허
위
발
급 
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을 시에는 기부금 영수증발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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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개인에게 기부 받은 경우 작성 영수증 작성

※ 금색 글씨는 작성가이드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일련번호 2015-개인-01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기부자의 성명 혹은 

기부사업체의 사업자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부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지정기부금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금전 2015.01.01. - - - 1,0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기입 및 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기부금 수령단체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기부금 수령 시 행정처리
6) 기부금 관련 서식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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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

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

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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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법인에게 기부 받은 경우 작성

※ 금색 글씨는 작성가이드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2015-법인-01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기부법인의 법인명 기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 제24조제1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지정 40 현물 2015.01.01. 의자 100 50,000 5,000,000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부법인의 법인명 기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기부금 수령단체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

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

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경우에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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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작성 후 보관

[별지 제29호의7서식(1)] <개정 2008.4.2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 금색 글씨는 작성가이드입니다.

귀속연도 2015 단체명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기부자별 발급명세

①

일련

번호

②

기부

일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명세

⑤

주소(사업장)

⑥

내용

⑦

코드

⑧

금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1

2015.

01.01.
홍길동 850101-1******

금전 40 1,000,000 개인-01
2015.

01.05.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2

2015.

02.01.
㈜예경 ***-**-*****

금전 40 10,000,000 법인-01
2015.

02.05.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3

2015.

02.05.
홍길동 850101-1******

금전 40 1,000,000 개인-02
2015.

02.1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4

5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

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을 작성하지 아니하

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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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개인이 기부 받은 경우 작성 후 세무서제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 금색 글씨는 작성가이드입니다.

사업연도

(과세기간)
2015.1.1.~2015.12.31.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정부등 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및 합계란만 작성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

액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개 인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

액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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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법인이 기부 받은 경우 작성 후 단체보관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사업

연도

.   .   .

~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금색 글씨는 작성가이드입니다.

일련번호

기부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  소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

일

1
2015.

01.01.

홍길동 850101-1******
금전 40 1,000,000 개인-01

2015.

01.05.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2
2015.

02.01.

㈜예경 ***-**-*****
금전 40 10,000,000 법인-01

2015.

02.05.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3
2015.

02.05.

홍길동 850101-1******
금전 40 1,000,000 개인-02

2015.

02.10.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번지 

작성방법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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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법인이 기부 받은 경우 작성 후 세무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2015.01.01.~12.31.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정부등 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및 합계란만 작성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개 인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발급

건수

연간 기부금영수

증 발급 총액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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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 개요
1)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

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상의 
권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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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저
작
권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어문저작물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로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

작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

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

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

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

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

못된 개념입니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

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저작권법」 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

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

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문화예술분야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 개요
2) 저작물의 종류01



256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

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

니다.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

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

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

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

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

물이 됩니다.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

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

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이바지한 부분

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 

집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결합저작물

결합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음이 없이 각기 

창작한 저작물을 결합하여 발생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결합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는 연극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결합한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업장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기타 저작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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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

초로 하여 새로이 창작한 부분에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지만 저작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높은 

기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

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

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

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14. 선고 94

도2238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드라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소재저작물인 대본의 저작권과 영상물 자체의 저작권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대본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본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드라마는 그 대본의 2

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 자체는 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등의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나, 특약이 없

는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

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제1항). 따라서 드라마 제작사가 영상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저작물이 인기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되는 경우, 소재저작물인 작가의 동

의와 함께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저작권

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가 추정되는 권리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적저작물
선덕여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

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드라마를 만들고, 또 그 드라마가 인기

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이 되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역사적 사실

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따로 없는 것인지, 드라마제작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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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해외작가의 번역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해외 작가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번역

가의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원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면 번역가의 동의가 필요합

니다. 번역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법」 제50조가 규정하는 ‘법정허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외국작품을 2명이상의 번역가가 번역하였을 때, 독자적으로 각각 번역을 하였다면 

각각의 번역물마다 번역가에게 2차적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의 외국작품을 A, B, 

C라는 사람이 각자 번역하여 번역물을 창작하였고, 공연제작자가 B의 번역물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고자 한다면 해외의 원저작권자와 B의 허락만 필요할 뿐, A와 C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는 

‘상당한 노력’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즉, ①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

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해당 저작물

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

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

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

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호프 (Anton Chekhov, 1860년~1904

년)의 희곡을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번역가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

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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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을 편곡하여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에

게는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22

조). 따라서 편곡을 하기 위하여는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고, 원저작자가 그 이

용허락의 대가로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연락하여 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등록곡이 아닌 편곡에 대하여는 편곡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고 약정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문저작물인 어린이동화의 내용으로 연극저작물이라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 공연 여부 문제 이전에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

한 원저작자와 관련 권리자(출판사)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으시면서 공연에 관한 권리도 함께 허락을 받으시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 권리를 허락하는 측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협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기준이 달리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연이고 

무료공연인 점을 이야기하여 액수를 잘 협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 홍보를 위한 공연의 경우 

등도 영리목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실연자에게 실연의 대가를 지

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
편곡에 대해서도 편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용허락을 받

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차적저작물
출판된 어린이동화를 가지고 인형극을 만들어 공연하고자 합니다. 공연은 

무료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00석 내외의 소규모 극장에서 진행할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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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은 개별 저작물들이 결합된 결합저작물입니다. 뮤지컬과 같은 종합적 

형태의 공연물은 전체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분야

별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대본에 대하여는 작가가, 음악에 

대하여는 음악감독이, 무대미술에 대하여는 무대미술가가 저작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작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작자가 

후속 공연을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연 창작자들로부터 개별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장기간의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요 혹은 팝음악은 작곡가에게 가사는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귀속합니다. 국내 

가요의 음악저작권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가 신탁되어 있고, 외국 

곡의 경우에도 대체로 외국의 저작권 관리단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를 대행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곡목의 License Fee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곡의 이용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공연이라면 공연장 규모도 고려하여 저작권료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D에 담긴 음원을 이용한다면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저작인접권자인 음원제작자,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므로 음악실

연자협회, 음반산업협회에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합저작물
창작뮤지컬을 제작중입니다. 창작자 외에 공연제작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결합저작물
창작공연을 제작 중입니다. 가요 5곡과 팝음악 3곡 정도를 공연 중에 활용

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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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기획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

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하고, 공표 명의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

른바 저작권 귀속에 관한 원칙인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창작을 하며, 결과물을 회사(단체)명의로 공표

한다면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업무상 저

작물”인 경우 당연히 저작권이 법인 등에 귀속하므로 법인 등이 권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본인의 습작을 급여를 받는 동안 구체화하였다면 사용자가 기획한 것이 아니

므로 이는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

나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기간 창작의 동기가 부여되고 작품이 구체화되었다면 여전히 업

무상저작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창

작자와 법인 등은 ‘계약’ 혹은 ‘취업규칙(Part 5-1-(4)참조)’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특

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저작물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 고용된 작가의 작

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받는 소속 

작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작가 본인이 습작 해 두었던 것을 

작품화 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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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시 저작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

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

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 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하고, 공표 명의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권 귀

속에 관한 원칙인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의뢰한 기관은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

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계약서에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이 소유한다’고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규정은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소유권이 의뢰기관에 있다는 것일 뿐, 외주업체가 보유

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의뢰기관에 양도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

니다. 추후 의뢰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려면 저작자인 외주업체측으로부터 2차

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취지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 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

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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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지 악보가 아니라 숫자보로 기보된 얼후 악보집의 형태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역시 음악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합니다. 음악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클래식의 경우 저자 사후 70년이 경과하였다면 저작권이 소멸하였

으므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7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마찬가

지입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시벨리우스 사후 70년이 경

과하지 않았으므로,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자(저작자의 상속인 등)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음반사측은 기술적인 측면의 음반제작만 담당하며,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

권 이용허락 등은 교향악단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

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을 제작하여 발매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은 물

론이고 판매금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반제작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

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음반제작사가 교향악단에 구상권을 행사하겠

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교향악단으로서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이용료의 지급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저작물
중국악기인 얼후 악보집을 출판하려 합니다. 클래식과 가요의 얼후악보집을 

제작하려 하는데요. 오선보는 아니고 중국식 악보로 숫자보로 기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음악저작물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시벨리우스 교

향곡 전곡을 실황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발매

될 예정입니다. 시벨리우스는 1957년 사망인데 교향곡 전곡의 저작권을 지불해야 하

나요? 음반사 측에서는 추후 저작권료 발생에 대해 저희 교향악단에서 책임이 있다는 

계약서를 제시 하였는데, 추후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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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들은 자신의 공연 모습을 사진 찍을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그 사진에 

공연장의 모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사진에서 아

티스트들의 공연 모습이 주가 되고 배경인 공연장의 모습은 어떠한 공연장인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 사진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이어서 공연장의 저작권, 소유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연 중’에 

사진을 찍는 경우에는 촬영행위가 공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연장이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촬영행위를 제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티스트들이 찍는 사진이 공연장의 모습을 임의로 담는 행위가 되는 경우

(사진의 주된 피사체가 공연장의 시설물이 되는 경우), 공연장 시설물 소유주의 의사에 반

한 촬영행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공연장 시설물이 

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될 정도의 시설물이라면 아티스트들이 공연장 

측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한 후 그것을 아티스트의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도 이른바 `전과`는 교과용 도서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자습서, 

문제집은 교과용 도서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습서, 문제집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집 및 자습서를 발간하는 출판사 측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부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게재비율, 판매부수 또는 제작부수 비례한 요율 등을 고려하셔서 출판사와 적정

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건축 저작물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찾는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전속사

진사를 통해 사진을 찍고 향후 공연홍보용 화보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공

연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문저작물
창작뮤지컬 제작사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뮤지컬은 작가의 어문저작물과 

작곡가의 음악저작물, 제작사의 공연저작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사에서 어문저작권자과 음악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에 관해, 권리를 위임 받아 대리 

중개 및 신탁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뮤지컬 대본이 교과서에 수록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작료를 받지 않고 이용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

러나 문제집과 자습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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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의 제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

권 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

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

리자가 반대 증거로 권리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 진정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 

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됩니다.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 및 이용
1) 저작권 등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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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권 등록 및 이용
2) 저작권 양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 지분권으로 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로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

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

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원저작물을 기초

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저

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공연장 측이 저작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편곡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취지를 계약서

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저작권’, 또는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하

였다고 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란

저작권 양도
창작음악극을 제작 중인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 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 편곡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공연장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어

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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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을 위촉했다고 하여 악곡의 저작권이 당연히 위촉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

닙니다. 위촉자와 작곡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은 경우 위촉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악곡을 이용허락 받은 것으로 (이용허락 계약

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촉자의 의사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었는데, 작곡자의 의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경우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악곡 사용의 목적, 위

촉자와 작곡자의 관계, 대가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작권이 양도된 것인지, 이용허락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작곡자에게 남

아 있고 위촉자는 이용허락을 얻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 방법이 있

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저작재산권을 양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만 하는 경우 2

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되

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국악단체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곡자에게 작곡을 위촉하고, 작곡료를 

사례로 지급한 경우 저작권도 함께 양도 되나요?

저작권 양도
연극 극작가입니다. 한 공연제작사에서 제 작품으로 공연계약을 제안하였습

니다. 계약 조건은 200석 규모의 공공 공연장의 소극장에서 최소 6개월간 

공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조건에만 계

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공연은 더 이상 제 

작품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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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

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

서 저작권 설정과 활용 권한 확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각 분야별 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신탁기관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연주자, 가수 등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화가, 사진작가, 만화작가, 소설가, 시인 등

공공 및 언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영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제작자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콘텐츠, DVD, 비디오의 공연 

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 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방송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등록 및 이용
3) 저작권 신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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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이상 자

신은 저작재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창

작자 본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료를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창작자에게 분배

하는 절차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일정한 경우 반드시 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서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

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창작자는 스스로 또는 신탁관리업체, 대리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해당곡을 편곡, 번역한 후 제3자가 연주와 가창을 하는 경우로서, 저

작권이 쟁점이며, 저작인접권(여기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해당곡의 편곡, 번역에는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문제가 적용되고, 공

연실황을 녹음, 녹화하여 CD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 문

제가 적용됩니다. 공연장면의 스틸 사진 촬영은 곡 자체에 대한 저작권과는 무관합니다. 

출연자의 초상권, 촬영자의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문

의하시면 객석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요율표에 따라 사용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작권 신탁
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밴드의 노

래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후 공연장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는 모두 밴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직접 공

연할 경우에도 초청료 외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따로 내야 하나요? 

편곡음반 제작 
저작권 지역에서 진행하는 음악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원곡의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고 편곡을 해서 공연을 할 계획

입니다. 공연은 총 1시간정도 진행되며, 성악, 기악합주, 합창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

성될 예정입니다. 연주될 곡들은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

다.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공연될 음악의 편곡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대상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여 공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 실황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며, 녹

음도 진행하여 CD로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된 CD는 판매하려 합니다. 이러한 추진 

내용에 관해 「저작권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그리고 판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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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인 보호수준에 맞춰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협약 및 WIPO실연·음반조

약(WPPT)에 의한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하려면 작사·작곡가에게 사용료

를 지불하는 것과 별개로 실연자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서, 음반제작자에게

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  
이용 시 보상금  
지급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

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한국음

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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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권 등록 및 이용
4)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

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허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단순이용허락과,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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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즉 악곡에는 창작자인 작곡자와 작사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

자 등 3주체의 권리가 작용합니다. 해당 곡의 작곡 내 작사 부분만을 이용한다

면 작곡가 내지 작사가의 허락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곡이 수록된 음원 자체를 이

용한다면 가창·연주를 담당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동의까지도 필요합니다. 결국 창작

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권리자와 직접 협의를 통한 이용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

③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

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은 경우(「저작권법」 제52조)  

저작물 이용허락 
방법 비보이와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중 다른 밴드가 직접 

작곡하여 연주하고 공연했던 곡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작권료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용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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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수 페스티벌에 출품하는 공연들은 많은 저작권 에이전시들이 주목하고 

있고 저작권 문제로 종종 공연들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저작권 문

제를 정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판된 악보로 실연하거나, 녹음된 

음반을 공연하는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원저작물의 편집에 의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아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국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대부분 PRS(영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prsformusic.com/Pages/default.aspx)를 통해 

해결되지만 원저작자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해외 저작권 관

련 정보는 해외저작권정보(www.koreacopyright.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출판사

가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작자와 연락하여야 합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저작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한하여서

는 법정허락이라는 절차가 있으나,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리를 신탁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인 작가 본인과 직접 연락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 저작물  
이용허락 영국 페스티벌에서 무용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무용음악 중 외국 곡 두 곡

을 편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지

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외국 저작물  
이용허락 프랑스에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으로 공연을 제작하고 싶어 책을 출간한 출

판사에게 연락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책이 절판되어 출판사는 이 

작품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작가와 직접 해결하라고 합니다. 직접 작가와 접촉하여 

공연제작 허락만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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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과 제시된 계약 문구 내용으로 보아, 이 계약은 소위 지방공연권 판매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의 흥행에 대한 이익과 위험을 모두 공연권 매

수자가 떠안는 반면, 공연의 콘텐츠는 공연권 매도인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계약서상에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공연권 계

약에 따른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해석은 공연권을 판매한 매도인 쪽에서 콘텐츠 관련 부분

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저작권 침해 문제 기타 저작권료 지불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자 측에서는 공연을 함으로써 저작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측에 대하여 사용

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공연을 한 측에서는 최종적인 비용부담에 관하

여서는 공연권 매도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작자 측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사로부터 구매하고 공연을 한 주관사입니다. 공연 후 

몇 달이 지나 제작사측으로부터 원작자가 음악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연락

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작사측에서는 저작권료를 제작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러나 저작권협회는 저희 회사에게 음악저작권료 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계

약서에는 제5조제1항에 ‘갑은 공연 콘텐츠, 배우, 무대세트, 의상, 음향 및 이를 운영

하는 크루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호 제4항에 을은 공연과 관련하여 갑과 

본 계약에 협의된 장소 및 기간에 한하여 주최 권한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

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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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및 이용
5)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02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청중이나 관

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실연자에게 통상

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입장료를 받거나 기업으

로부터 후원을 받는 경우, 상품홍보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모두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무조건 비영리목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출연의 대가로 볼만한 액수의 돈)을 지급한다면, 무료공연이라 하더

라도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이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해당 축제의 

주최 측에 저작물 이용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 중단 등의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대학축제에서의 
저작물 이용ㅇ 창작뮤지컬 제작사입니다. 한 대학에서 주최한 축제에서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료를 받고 뮤지컬의 일부를 공연하는 경우, 학교 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축제의 입장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저작물 이용료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을 올리는 

경우 제작사에서 제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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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전을 위한 시사회나 연주회는 비록 무료입장이라 하더라도 영화를 홍보

하기 위한 영리목적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연을 기획한 주체가 영리단

체(예를 들어 「상법」 상 회사)라면 영리목적 공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사

회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비영리목적이 아니므로, 공연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

작권자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영화의 시사회의 주최 측에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및 저작

권료 납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최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연 중

단 등의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영리 목적 공

연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편곡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

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아졸라는 

사망하였으나 아직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으므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초대  
시사회에서의  
저작물 이용

작곡가입니다. 한 영화제작사에서 최근 제작한 영화의 시사회를 시작할 때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작곡한 뮤지컬 곡 중 한곡을 연주한다고 합니

다. 시사회는 모두 무료초대로 이루어집니다. 무료공연이니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이

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입장료가 없는  
공연의 저작물  
이용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사용하여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자

가 직접 편곡을 해서 라이브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입

장료가 없고 연주자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공연으로 해당되어 저

작권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연 실황을 촬영해 DV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고 소량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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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영리목적의 공연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연인지

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여도 실연자들에게 보수가 지급

되었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공연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료 지불 주체에 관하여서는,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저작권료 

부담 의무 문제는 사업의 성격, 단체와 공연단 사이의 계약상 대가 관계 유무,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위 「저작권법」 규정의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귀 재단의 공연장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일 경우에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

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경우라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영화제에서 상영할 영상들이 모

두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인지 확인하신 후 상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용 영상저작물이 아니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 무료로 시민들에게 진행되는 음악공연사업을 7주간 총 7회 진행하고 있구

요, 현재 1주 공연이 끝난 상황입니다. 음악공연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금

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현재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된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

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체와 공연단의 계약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작권료 지불 주체가 궁금합니다.

비영리 목적의
영상저작물 이용 지역문화재단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외 영화

를 상영할 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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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권 등록 및 이용
6)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

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

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초중고 교과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를 두어 교과서 등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록하고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

은 별도로 <교육지원기관 보상금>을 부담합니다.

대학의 수업에서는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

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

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

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

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불가함)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

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 :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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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저작재산권(공연권)의 제한규정은 아래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또는 교육청 등 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지원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공연할 수 있

으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공연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공연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바, 

①‘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이 때의 ‘수업의 일환’이란 학교의 수업시간으로 

편성된 시간, 즉 수업 시수 포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수업의 목적 상 

저작물의 일부를 공연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한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수업(방과 후 수업은 학

교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기타 학교의 행사(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사

도 포함됩니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위 조항의 ‘수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에 위 규정에 따른 자유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목적 

공연은 청중, 관중,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 무료공연이라 하더라도, 공연의 주관기관인 학교가 

공연단체에게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위 규정에 따른 자유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유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연을 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수업의 일환으로 연극공연을 기획·제작하였습

니다. 해당 공연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공연으로 제안 받

아 총 7회의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국작가의 작품입니다. 어렵

사리 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출판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회당 75불의 저작권

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 등에 이용,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저작물을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공연도 저작권료 납부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작가의 저작권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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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는 경우에 무관하게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시행일 : 2013.7.1]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86조(보호기간) |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

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

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 및 침해
1) 저작권 보호기간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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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및 침해
2) 저작권 침해03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

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인격

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개최 시 수상작품에 대한 권리귀속 문구를 표시해 놓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위와 같은 사례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

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참가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상의 현상광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정한 공모기간을 지정한 뒤 이러

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라

고 합니다. 

단, 이러한 공모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후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대

가나 저작권 사용료에 비하여 매우 낮거나, 공모신청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민법」 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무

효로 판단되면, 저작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저작자에게 그대로 보유되고 원저작자는 저작

재산권에 속한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

니므로 저작인격권에 기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제출  
저작물 관련  
권리주장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UCC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상금을 수령하려

면 공모작에 대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전 공고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너무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

는 권리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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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업체와는 무관하게 단체 직원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에 포함된 서

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이므로 해당 법무법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단체에서 

직접 라이센스 보유 근거제시 혹은 라이센스 구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한 기일 내에 합법적인 경로로 폰트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서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이를 무단 사용

하는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서체저작권 침해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 홍보물에 사용된 서체에 관하여 한 법무법인으

로부터 위 서체가 폰트 프로그램 업체의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서체의 사용권한 라이센스를 보유하

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체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제작한 다른 서체들까지 포함된 통

합 패키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홍보물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저희 단체 직원이 급

하게 제작하여 올린 작은 배너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 법무법인이 제기한 저

작권 침해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희 단체는 어떻게 대처하

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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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

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

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복제

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

산권자는 위 권리들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의 개념

저작재산권의 개념

기타권리
1)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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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은 가수·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입니다. 

뮤지컬의 연출가가 단독으로 대사, 안무, 음악을 직접 만들었다면 각 어문저작

물, 무용저작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것이고, 작가, 작곡가 등의 저작의 

창작에 직접 기여하였다면 해당 작가 등과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뮤지

컬의 개별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될 수 없고, 해

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

을 가질 뿐입니다.

저작인접권의 개념

연출가의 권리주장
안녕하세요. 연극과 창작뮤지컬 연출가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기획사와 창

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합니다. 제작 전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연출가로서 

저작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사, 안무, 음악과 

관련한 총괄은 연출인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본 공연의 저작권을 제가 소유할 수 있나요?

04 기타권리
2) 저작인접권



 
 

285 

Part 5
저
작
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

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본인의 승낙 없이 그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지 여부

에 관하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인정 여부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

하는 판결례와 부정하는 판결례가 있습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의 침해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가수에 대하여 사진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이란

유명 가수의  
사진사용 유명 가수의 곡을 활용하여 공연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가수의 곡을 3곡 

사용하기로 저작물 관리자인 매니지먼트사와 협의하였고 사용료도 지불하

였습니다.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가수의 사진을 포스터의 일부에 사용하고자 하

는데 가능할까요?

기타권리
3) 퍼블리시티권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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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의 이름과 관련한 미술상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것은 성명권 또는 퍼

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명권은 인격권이므로 화가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화가의 상속인들(화가

의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근거로, 이를 훼손하는 정도의 이용(예를 들면, 망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

한 정도가 아닌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

고 미술상 등을 진행할 경우 ‘망인에 대한 유족들의 추모 감정 훼손’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여부 및 처분/상속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고 있고, 관련 법률(「인격표지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

직 입법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그러한 행위의 금

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상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유족들이 퍼블리시

티권을 근거로 제한을 할 수는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안에 따

라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망인의 성명과 관련한 권리는 저작권과 무관하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명화가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이미 작고하신 화가의 유족들이 작고하신 화가의 작품세계와 정신, 철학을 

담아 미술계에 보답하고자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재단 설립 후 해당 화

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나 작품세계와 철학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

가의 이름을 활용한 미술상, 미술대회 등의 무분별한 개발 및 양산을 막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화가의 성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등록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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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제목(제호, Title)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저

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목(제호)은 그 저작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드러내는 단어, 어구일 뿐 사상이나 감정이 녹

아 있다고 보기 힘들고, 창작성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작물의 성립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

아요’,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정도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

해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특정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제목’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제목을 ‘상표권(서비스표권)’으로 출원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연의 제목을 상표(서비스표) 등록한 경우 동일

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여 공연을 제작한다면 상표권(서비스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을 특정하여야 합

니다. 

등록가능 상호조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법인 상호검색 클릭 후, 관할 등기소 

선택, 검색하고자 하는 상호 2자리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상호 중에서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은 저작권분야가 아니지만,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상표권으로 인정

될 만한 경우가 있는지에 관하여 제호 등에 관하여서 쟁점이 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예술경영 컨설팅 FAQ의 저작권 파트에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

으나, 상표등록과 관련한 문화예술단체의 컨설팅 문의가 많아 수록하였습니다.

상표권

제목의 법률적 보호
창작 연극을 기획 중인데, 공연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

04 기타권리
4) 제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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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이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둘 이상 법률 주체의 의사표시가 합치에 의해 성립

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익숙하지 않아 구두계약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이며,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두로 체결한 계약은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계약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맞추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

예술 영역에 관한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0년 발간한 <공연기획·제작을 위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극장 대관계약서,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 아티

스트 및 스탭 고용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공동제작 계약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예술분야 상용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된 책입니다. 위 책에 소개된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장르별, 작품별, 상황별 특징에 맞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기를 권장합니다. 

위 자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 지식·정보>센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란?

문화예술분야
계약

계약서 
구성내용

계약
1) 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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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의 효과는 장래에 공증을 한 당사자가 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으며, 공증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서 자체의 법률적 효력이 강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공증은 법무부에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합니다.

통상적인 작품 설치계약에 있어, 전시된 작품이 행사 중에 파손된 경우 작가는 

①축제 기획사와 ②파손에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축제기획사는 축제장에서의 작품 전시 중 관객 등에 의해 작품이 파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 축제기획사는 작품을 

훼손한 관객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축제기획사가 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즉, 관객 등에 의한 작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전경고문 게시 및 가이드라인 설치 등을 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요원 배치 등의 추가적 조치를 하여 관객 등에 의한 작품 훼손에 대비하

였음에도 관객 등이 작품을 파손한 경우라면 축제기획사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기획사가 작가와 전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두고, 손해

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작품이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해범위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일률적 기준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시계약 단계에서 작가와 

축제기획사가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외, 축제운영 기간 중 손해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계약서 공증

계약을 체결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작품전시 계약서 
작성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공연관련 축제를 운영하면서 한 구역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합니다.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구역에는 경고문구 및 가이드라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작품을 제작한 작가와의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던 중 작품 훼손에 대한 계약서 조항 작성 시 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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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을 10%로 정하는 것은 매매, 기타 부동산의 처분과 관

련한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일 뿐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의 계약금은 법률

적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대비한)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이며, 법률로 일정 비율의 금액

을 계약금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 불이행 시 공연장측이 입는 손해 등을 감안하

여 계약금을 정하면 되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

의 관행을 기준으로 본다면 30%가 과다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공연장 대관계

약의 특성(대관계약을 하고도 예정대로 공연을 올리지 못하여 대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관계약 시 
선금지급 공공공연장 운영 단체입니다. 대관계약 시 공연단체측에서 선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30%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 대관한 단체 측

에서 선납부 계약금이 너무 과하다며 이것은 갑의 횡포라는 분쟁을 걸어왔고, 향후 소

송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입니다. 하여 우리 공연장은 부동산의 경우 선납부 계약금을 

10%로 적용하는 것처럼 「민법」 상 통상적으로 선납부 계약금의 적정 한도를 규정한 

근거가 있는지, 공공공연장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선납부 계약금의 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계약
2)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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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 등 관련 법령이 공연계약

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 중에서 근거를 찾아본다면 「지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①공연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②당해 공연단체가 다른 유사 공연에서 받은 금액 등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

에게 그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공연단체에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므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지원사업이 아닌 단순 용역계약의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연계약이라 하더라도) 영리단체이건 비영리단체이건 상관없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팀입니다. 기획공연 계약 시 문화예술회관 자체

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금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차제 회계

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순서상 협상을 완료 한 뒤 계약을 요청하게 되는

데 금액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까 우려됩니다.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세금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일부 이해는 되지만 공연의 특성상 

항목별 표준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와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 계약 

때마다 비용관련으로 논란이 된다면 공연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

정 가격의 산출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시에서 운영하던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시

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연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

역개발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상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

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시 비영리법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지, 지역개발채권(경상북도)도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연물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계약
3)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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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동법에 준하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연제작의 

경우 수의계약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다만,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은 아래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략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더라도 질의하신 사안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제25조제1항제3호, 제5호). 한편, 「지계법」은 공연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문화산업

에 해당하므로 「지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인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

법을 택하게 되면 입찰공고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지계법 시

행령」 제43조제3항) 결국, 소규모 공연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는 

사실 미약합니다. 1억 2천만 원의 공연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지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택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재단이 「조달사업법령」에 따른 수요기

관에 해당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용역이므로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지역문화재단입니다. 공연제작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프로덕션을 통해서 

제작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공연제작 대행용역의 경우 지적정보처리장치(나

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용역계약금액은 대략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인데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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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
4) 이행보증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지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약

보증금 납부의무에 갈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지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작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면제를 고려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면제한

다는 관습이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예술작품의 제작 관행 역시 (이행보증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일반적 도급계약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작가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작가 사례비(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에 대해 이행보증

증권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작가 사례비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①   작가에게 작가 사례비를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예술작품의 제작 전체를 

의뢰한 것이라면(전체 금액의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작가 사례비와 제작비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이행보증증권은 1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권을 받아야 하고,

②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등을 재단이 직접 구입하여 작가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작가에게 작가 사례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천만 원

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며,

③   작가와의 계약에 따라 작가 사례비(3천만 원)와 제작비(1억 5천만 원)를 분리하여 계약하

되, 제작비도 작가가 지휘 감독하여 집행토록 하였다면 각각 분리하여 3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 내용이 「지자체 계약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귀 문화재단의 내부규

정이나 관련 지자체 조례 등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지급 계약 시
이행보증증권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작가와 예술작품제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은 5.1~10.31이고, 계약금액은 1억5천만 원입니다. 선급금으로 5천만 원 

지급 후 작품제작 완료 후 1억을 지급합니다. 작가 사례비는 별도로 3천만 원이 책정

되어 있고 역시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작품제작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하기

로 한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증권이 구비되어야 하

는지와 이 때 제작비 1억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는지, 작가 사례

비 포함 1억8천만 원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제

된다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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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

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 에서 계

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청구하는 방식을 탓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

우 등 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소액이고, 공연단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면제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연단체가 영세하므로 오히려 이행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하다고 할만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계약보증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

게 하여야 한다.

선금급 지급
이행보증증권 
발급 여부

지자체 문화과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할 공연단

체에게 계약금의 20~30%를 선지급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려면 액수를 불문하고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공연단체에

게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영세

한 공연단체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공식 문서

이고, 계약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므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공연단체로부터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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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
5) 저작권 계약

① 판매실적에 따라(각각의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 할 수도 있고, 총 판매량을 

예상하여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를 경우 판

매가 부진하게 되면, 그만큼 저작권료를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저작자가 부담

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실적이 좋으면 저작권자가 그만큼 저작권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판매실적을 저작권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업체의 협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②   이 역시 저작권자와 업체의 협상으로 정하면 되며, 어떤 방식이 옳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판매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개발된 

디자인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보유하도록 하고, 저작자는 다른 업체와 협의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시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서도 업체가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면 저작자는 위 디자인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입니다.

③   저작자와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저작자가 다른 업체

에게 판매토록 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를 위한 것이라면, 판매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업체가 갖되 저작자의 전시를 위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갖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저작권 계약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의류 회사

에서 저의 작업을 보고 패턴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급

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사전지식이 없어 구두계약으로 콘셉트와 업무방식에 대한 협의

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는 개별의 작

업 진행 후,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에 한하여 1피스 당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저작권 관련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   실제로 콜라보레이션 작업된 상품이 시판될 경우, 각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   상품을 제작하였으나 시판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별전시가 가

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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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6) 입찰계약01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①   건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기준(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으로 입찰공고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용역계약이므로 

추정가격과 상관없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면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다만, 단순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일 전 입찰

공고가 원칙이나, 용역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하셨으므로 10일 전 공고가 가능하다고 보

입니다.

②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는 ①재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

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입

찰을 다시 하는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하거나, ②재공고 입찰(입찰

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시 공

고를 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은 “재공고 입찰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

하여 가능하며, 재입찰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유의하여야 합니다(「국가계

약법」 제27조제2항).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

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 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의 재공고 입찰은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입

찰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

로(「국가계약법」 제27조제2항), 재공고 입찰절차(3차 입찰공고)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

습니다.

입찰계약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

억 원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릅니다. 1차로 입찰공고 

기간 후 유찰될 경우 2차 혹은 3차 입찰공고 등록기간은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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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발주를 위한 단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자격으로 입찰

한 자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면 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

4항). 

그러나 단순 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단순입찰에서의 낙찰자와 같은 지위)하고, 해당

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발주기관이 정하면 되고, 금액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달리 할 것인지 

여부도 발주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교부한 지원기관의 내부규

정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정하면 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2억1,000만 원, 기획재정부 고시 2014-8호)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바(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216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 용역금액에 따라 공고기간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 위촉 방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위 계약예규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예규 

제7조제6항). 따라서 심사위원을 위촉방법 역시 지원금 교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되

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체가 정하면 됩니다.

입찰계약
심사위원 위촉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와 계약을 진행하려 하니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찰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몇 명을 위촉해야 하나요? 또한 

심사위원은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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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가수, 댄서 등 실연자 계약에서는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의미는 일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방에게 부당이득을 안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가수가 질병으로 공연장에 올 수 없었다면, 당연히 지급한 공연비는 환불 받아야 하고, 선

지급한 경비도 환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게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

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제 사무국의 귀책사유로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어느 일방에게도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자가 의상을 갖추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정도의 비용을 평가하여 지불하면 합리적이

라는 판단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행사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천재지변과 관련한 공연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자의 경우 기회비용(타 공연 섭외로 벌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계약파기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

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7) 계약 파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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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공연장 사용불능 및 이에 따른 공연취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관계약 상 위험부담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대관계약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 사용불능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일 대관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37조) 대관료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불

하고 대관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연취소로 인한 상대

방의 추가 손해(홍보물 제작비 및 홍보비 등)를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취소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로서 극장의의 귀책사유가 없어야만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폭우에 대비한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극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추가손해의 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극장의 귀책

사유가 없음은 극장이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공연취소는 불가항력에 의한 대관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극장 측과 

극단이 협의하여 기 지급한 대관료 중 일부를 극단이 반환 받거나, 앞으로 지급할 대관료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당초 대관계약에서 예정한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

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

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 어린이극을 주로 하는 극단입니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하고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인하여 1개월간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라 한달 공연을 전면 취소하였는데요. 

이럴 때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대관계약서에는 극단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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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구두계약은 입증이 곤란하고 따라서 계약으로 효력

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의 배우가 구두계약을 위반하고 공연을 거부하

였다면 이론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는 급히 새로운 배우를 섭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동료 배우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받아 손해배상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

판에 대한 대비로서 상대 배우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

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연계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고, 일부 

출연자에 대해서는 계약금 10%도 지급되었으므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의자의 경우 섭외 및 기획에 관한 업

무를 상당부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계약

서가 없는 아티스트의 경우 계약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및 다른 공연의 

포기로 인한 기회비용 등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소장과 

증거서류를 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간단한 소송이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 본인

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계약 파기

극단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지만, 1년간 극단의 공연 스케줄을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객원단원들과 계약금 150만 원 지

급 및 공연수당 12만 원(1일 기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객원배우 한 명이 본인은 

1일 12만 원 공연수당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연료의 인상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

로 인해 우리 극단의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연수당에 대한 부분

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하나 펑크 낸 스케줄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환불과 더불어 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 파기 

축제의 구성 프로그램의 기획과 섭외를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5개월간 관

련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미루어져 업무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관련 비용을 5개월간 받지 못하였고, 

아티스트 초청과 관련하여 초청비용의 10%인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아티스트 

중에는 이메일로 약속한 초청비용 지급일을 넘겨 공연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

약위반인 상태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티켓 구매사이트, SNS 등에서는 이미 아티스트 

소개 라인업, 시간표 등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메일, 문자메시지 그리고 홈페이지, 

SNS, 언론매체 등에 홍보되고 있는 사진이나 기사 등으로 내용증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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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1) 국제계약의 특성02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법제와 문화권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국내계약에 비해 해당 계약관계에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를 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계약은 관련 거래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세한 계약조항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국내계약에 비해 계약서가 양적으로 방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 등 위험

관리 조항들이 두드러지게 되며, 해당 산업 고유의 거래관습 및 국제조약이 발달하고 

있으므로 국제계약의 체결 시에는 조세조약 등의 존재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

에서 국제계약은 국내계약에 비해 정형화된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국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확보할 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의 발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적 대비가 요구되며, 

공인된 국제협약 등에 의해 그 판정 결과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약서가 너무 상세할 경우 해당 주체 간 협의에 장시간이 요구되며 예측범위를 넘어

서는 조항에 대한 추가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 또는 구체

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행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친 후 상용계약서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합

니다.

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은 국내에서의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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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원작의 판권(저작권)과 함께 프로덕션을 구성하는 배우, 연출, 스태프 등

을함께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 원작자와의 공연권 확보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저작권의 양도계약 혹은 이용허락(라이선스)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연제작

을 위해 저작물의 이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인바운드 국제교류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의 양

도보다는 이용허락(라이선스)계약을 통해서 작품의 이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단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를 검토해 보면 뮤지컬의 경우 ‘결합 저작물(저작자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

을 주고받음이 없이 창작하여 이를 나중에 결합한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뮤

지컬과 같은 종합적 형태의 공연물이 전체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분야별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즉, 대본에 대하여는 작가가, 음악에 대하여

는 음악감독이, 무대미술에 대하여는 무대미술가가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결합저작물인 뮤지컬의 저작권 중 어느 범주의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을 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저작권의 시장유통 경로

[공연저작권의 시장유통 경로]

① 창작자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에이전시에게 공연권을 위임한다.

② 에이전시는 이를 시장에 내어 놓는다.

③   이 작품을 원하는 프로덕션(상업, 비영리)은 공연권을 가진 에이전시와 특정기간 동안 작

품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료를 지급한다.

④ 에이전시는 프로덕션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⑤ 에이전시는 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 p.20 발췌

외국의 뮤지컬 공연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료 등

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

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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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이르기까지 ‘Letter of Intend’-Deal Memo-’Letter of Confirmation’ -’

Contract’등의 예비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들은 흔히 이메

일 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은 타이틀이나 양식이 아니라 내용적 구속력입니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딜 메모’라고 할

지라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당사자의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공연계약의 협상단계와 관련서식*

1. 의향서(Letter of Intend): 협상의 시작 단계

: 공연사실(거래 여부)의 확정 및 공연내용(계약의 목적, 일시/장소) 등 확정

2. 딜 메모(Deal Memo): 협상의 전개 단계

: 공연료, 사용료, 기타 부대조건 등 금전적 내용 협상

3.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협상의 완료단계

: 세부사항 포함, 진행 합의 내용의 정리

4. 본 계약서(Performance Contract): 협상의 확정단계

: 합의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문서화하여 날인

5. 첨부문서/부가조항(Rider/Addendum): 계약내용의 상세화

: 세부기술사항에 대한 요청서로 본 계약에 흡수

미팅이나 전화통화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반드시 확인메일을 보내 기록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예산협의 등 중요한 미팅의 경우 동반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

은 또한 해당 관계자들 모두를 참조해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딜메모의 효력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

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

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딜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참고

국제계약
2) 국제계약의 단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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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 계약서 작성 시 다중 의미를 내포한 애매한 표현은 금합니다. 

조항구분 항목 세부내용

실질조항

(OPERATIVE

PROVISIONS)

계약의 목적 1

 : 공연

•출연자(단체, 예술감독 및 협연자 등) 확정

•공연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공연 리허설

계약의 목적 2 

: 재정조건

•공연료 및 지급조건 

•주요공연비용 및 지급조건 

   - 단체 항공료(AIR FARE)

   - 화물운송료(CARGO FARE)

   - 숙박비(ACCOMMODATIONS)

   - 일비(PER DIEM)

당사자의 의무 1

: 초청자측 의무

•공연장 준비, 악기운반, 국내교통 및 인력 제공

• 홍보 및 방송권, 협찬, 티켓, 공연허가 및 비자 신청 및 

발급비용, 기록촬영 및 녹화 그리고 사용범위 규정

당사자의 의무 2

: 단체측 의무

•각종 자료 제공, 제공한 자료사용 범위 규정

•세부 투어행정 진행 

•단체 및 악기 관련 보험 가입 등

•로고사용, 음반 등 기념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노동조합

(UNION)

•  단체초청계약서는 단원고용계약 내지 조합의 단체협약

에 구속

불가항력

(FORCE MAJEURE)

•양당사자의 통제불능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계약종결 또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로 이행 연기 효과

•공연료 등 선급 후 불가항력 인정시 반환장치 필요

책임과 보험

(LIABILITY)

•단체투어 관련 대인대물 피해의 보상 : 초청자 책임

•위험예방 및 관리의 측면

준거법

(GOVERNING LAW)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으로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유도

재판관할

(JURISDICTION)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정으로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관할권으로 유도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양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완결

•계약서 작성 이전의 당사자 간 합의는 기속력 상실

국제공연 계약서의
주요내용 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 국제계약
3) 국제공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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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담당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국제계약 상의 일반조

항을 경솔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조항들은 보통 계약서의 후반부에 정형적

인 문구로 위치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위치하는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무 같은 계

약당사자의 직접적 관심사, 즉 실질조항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

반조항은 그러한 실질조항들을 이행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간과할 경우 사후에 공연 사업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제

교류의 경우 국내 공연보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훨씬 더 많기에, 불가항력, 책임

과 보험, 준거법과 관할조항 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분쟁을 대처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실질조항 가운데에서도 원천세 및 투어 참여 프리젠터 간 비용 분담, 일비 등의 계산문제, 

출입국과 통관 절차상 기일 준수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공연의 준비 과정에서 관련 책임에 대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안에 공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재원에 대한 업무 로드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세부적인 것까지 넣을 수 없다면 테크니컬 라이더

를 이용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초청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가장 선

행하여 진행시키는 편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요청하면서 차질 없

는 업무 진행을 위해 제출 기한 등의 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공연이라는 것이 계약 위반 사례를 법적 구제방법을 통해 해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

적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공연 당일에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관례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공연예술계 특성상 영세할 단

체일수록 회신 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아티스트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일 경우 개념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단답식 포맷을 만들어 보내거나 전화통

화로라도 내용을 확보하는 차선책을 권합니다. 단체가 실적을 가졌을 경우 관계자 (리뷰 

작성자, 해당국가 행사 예술감독이나 프로그래머 등 전문가)나 온라인상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제공하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사

용할 경우 마감시한과 임의사용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놓아야 합니다. 

국제공연 계약서
주요 확인사항 국제공연계약 체결 시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공연에 필요한
사전 자료 요청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단체가 주최 측의 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이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섭외 이후 필요

한 서류 요청 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축제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

다. 축제의 경우 참여단체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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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후 외국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누구의 귀

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

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당초 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물

론 당초 계약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면 불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당초 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

라도 계약에서 예정한 준거법 및 관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거법이란 계약에 어느 나

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국제거래계약에서는 중재조항을 두므로 그에 따라 관련 중재원에

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나 대한상사중

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송

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EU법을 적용하여 유럽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유럽에서 EU법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중재가 종결되어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중재결정을 받은 후 외국인이 그에 

따라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다면 다행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강제집행(외국인

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의 진행을 통한 변제)을 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외국인이 소속된 나라의 법원에 다시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외국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외국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쉽

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 되

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의
손해배상 저희는 주요 제작 스텝이 외국인(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 아티스트

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등 저희 측 손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국제계약
4) 국제계약의 손해배상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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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제계약
5) 사증발급

사증은 입국자의 목적에 따라서 득해야만 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사증 발급 시

에는 ①개런티, 일비 지급 여부 등 영리성 유무와 ②국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야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주 발급받는 국내 사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영리/비영리 90일 기준

단기방문(C-3) 비영리 90일 이내

단기취업(C-4) 영리 90일 이내

문화예술(D-1) 비영리 90일 이상

예술흥행(E-6) 영리 90일 이상

관광취업(H-1) 영리 1년 이하

공연자 소재지 대사관에 문의하여 C-4 혹은 E-6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공연자 본인이 반

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발급 여부는 공연자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본국의 정

치·경제·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초청 조건, 

서류 구비 상태 뿐 아니라 공연자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비가 발급은 외교통상부, 출입국은 법무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

무소는 또한 행정담당자에 따라 해석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양 기관 간 판단역시 다

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타이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비자발급에 관

해서는 해당 재외공관 영사과와 충분히 상담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비자 발급비는 면제된 나라도 있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사자

가 제3국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나 면제대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해당국 재외공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발급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비자)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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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E-7(특정활동) 사증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

의 전문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업 희망자의 경력 등이 탁월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만일 공연 기획이나 자문 역할이라면 오히려 E-6(예술흥

행) 쪽으로 적용 받는 것이 용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하기는, 초청자의 상황과 피초청

자의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민원을 통해 질의하시면 가

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그 결과에 다소간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합니다. 

단지 몇 시간을 공연한다고 해도 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기취업사증

(C-4)의 일종인 공연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연단체와 초청자 양 측이 모

두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연사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선행 절차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다고 해서 절차를 간과하여 사후에 불미스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사증발급 관련은 국제교류 행정실무의 첫 단계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주체 |

문화예술교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경우에 적

합한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증발급에 관해서 계약 시 해당 공연자의 책임으로 두는 경우에도 사증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 중 일부(공연추천서, 공연계약서, 초청장 등)는 반드시 초청자가 제공해야 한다. 공연주

최자 측에서 원활한 사증발급을 위해 공연자가 사증을 발급받을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 협

조공문(국문)’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좋다.

위와 같이 공연추천서류가 준비되면 국내 공연주최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이를 공연자 

측에 보내고, 이를 가지고 소속국가 소재 한국 대사관(영사과)에 가서 공연사증을 신청하도

록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연주최자가 관련 서류를 재외 공관에 직

접 송부하고 사전에 공연자나 공연단체 측의 외교기관 방문을 예약해 두기도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특정활동(E-7)
사증 적용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 관계

자를 프로그래머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E-7(특정활동) 

사증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행사증과
공연사증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

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

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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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칠레 FTA체결을 통해 인도국적 인들이 단기상용사증(C3, 90일간 체류 

가능)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장에 좀 더 명확하게 Not be 

paid the honorarium (fee)를 밝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지 우리 공관에서 예술가간

의 교류 프로그램인 Residence 개념을 이해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연과 같은 

공개적 활동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 Residency가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붙여주는 것

도 좋겠습니다. 혹은 담당영사 앞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하나 보내면서 정확한 내용을 설

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담당영사에 따라 약간

씩 다를 수는 있으나 C3 사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장

2.   공증한 신원보증서 (해당 거주지 법원이나 구청 주변에 공증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

증인의 인감, 신분증, 도장/ 대리인이 갈 경우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증발급허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 공증신원보증서와 해당

자의 여권사본, 프로필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본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국사무소 분원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초청 대상자의 신분이 명확하고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 순수교류 프로그램

이니 담당영사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사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

다. 여기서 준비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인도 아티스트가 사증을 받기 위해 주 인도한국대

사관을 방문할 때는 사증신청서, 재직증명서와 수수료 등 대사관 영사과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테니 방문 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증발급 
필요서류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에 해외 아티스트 (인도)를 초청할 예정입

니다. 별도의 공연비를 지급하지 않아 단기체류 사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C3 

사증을 발급받아도 될까요? 또한 인도아티스트가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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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가 내한을 할 경우, C4 사증을 받으려면, 먼저 초청하는 주최사가 초청

자에게 초청장, 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받은 추천서류, 재정 및 신

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해외 아티스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

가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아티스트는 대

사관 (총영사관)이 요구하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아티스

트 투어 등 일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 단체를 초청할 경

우 공연자허가서 원본을 보낼 수 없으므로 영사과에 별도 협조요청 및 공문발송이 필요합

니다. C4비자는 보통 한 달 정도를 명시하는데 입국 및 출국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출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연할 경우 영상

물등급위원회 추천서에 이 또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증에 대한 서류가 약간씩 다르니, 해외 아티스트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한국 주재 대사관(영사과)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미수교국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사증발급허가서 (신원보증 및 공증

서류 제출 要)도 보내야 하며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수교국 아티스트가 투어 

중 제3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나 현지공관을 납득시켜 발급에 문제가 없는

지, 발급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체류하는지 등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태프를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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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 사증발급인정서란? |

발급 비자 종류에 따라 피초청인의 사증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초청자가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아 피초청인에게 송부할 수 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문화예술(D-1) 혹은 예술흥행(E-6)의 경우처럼 장기 체류(90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증발

급인정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인: 본인 또는 초청인

•신청장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제출서류: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컬러사진 2매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

모든 평가와 실제 발급 결정은 대사관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공문은 초청자의 한국에서

의 체류를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공연자가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때 ‘공문’을 첨부하여 보여주는 것도 발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

나이다. 

※ 비자 발급 초청 공문 내용

•비용지급 혹은 지원 사항 (예: “항공료, 숙박비, 공연료 등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입국 요청 날짜 (예: “최소한 언제까지는 꼭 입국해야 한다”)

•공연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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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정서에 의한 경우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315 

Part 6
국
내
 외

 공
연
계
약

해당 국가들의 경우 상호 사증면제 협정 체결에 따라 공연이 아닌 워크숍, 포럼 

등을 위해 입국해 3개월 이내 체류 시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입국한 상태에서 워크숍에 이어 혹은 중간에라도 무대에 출연하는 공연 등 예술 활

동을 할 경우 C4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C4비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유효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초청목

적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사증발급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황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2015. 9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

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6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56개국입니다.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

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

국 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 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

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
해외 거주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예술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8일이며 초청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 영국입니다. 초

청 시 체재비 및 강의사례비를 200만원 내외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강사가 입국 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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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외국인 국내공연 추

천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연료를 받고 인적용역을 제공

하는 것을 근로의 일종으로 판단하여 이를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티스트의 사증을 발급 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 후 추천서 발급까지 일

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 외국인국내공연 추천 시 신청절차 |

위와 같은 절차로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기간, 장소, 인원, 프로그램 

등이 변동될 경우 변경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

1.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혹은 프로그램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하며,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용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

이 없는 경우 신청사 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주자와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 하는

데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허

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국제계약
6) 국내 공연 허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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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자는 소정의 요건

을 갖추어 공연 추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천절차 없이 국내공연

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초청주체일 경우

보수 등 대가관계 없이 종교, 친목, 학술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

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절차 없이 국내 공연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공연자의 초청 주체가 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서 없이 비자발급 협조공문(국문)으로

도 원활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사를 후원한다는 내용의 공문과 공연주최 

측에서 비자발급 협조공문을 공연자 소재지에 있는 대사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좋습니다. 

모든 평가와 실제 발급 결정은 대사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공문은 초청자의 한국에서의 

체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연자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공문을 첨부하여 보내주는 것은 발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귀 단체가 행사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공문에는

•지자체가 행사를 주최 하고 있는 내용

•행사 관련 개요

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자발급 협조공문 안에는 

•비용지급 혹은 지원사항(항공료, 숙박비, 공연비 등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등 명시)

•입국 초청 날짜(최소한 이때까지는 꼭 들어와야 한다 등)

•공연기간 

•외국인 명단(풀네임,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음악축제에 외국인 공연단체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

희는 해당 행사의 운영대행을 맡고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외국인을 초청하

여 공연하는 경우 비자발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추천서 없이 바로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추천

서 대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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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란 수준 있는 민간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

전시(시설) 운영 법인·단체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

체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지원 제도로서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에게 기부금모집 및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

관·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0년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가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간접지원 제도로서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여 문

화예술기관·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

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

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란?

제도 도입배경

근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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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

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일 : 2011.11.2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1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

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

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

영 실적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

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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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

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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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2) 지정절차 및 준비사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②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③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

④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

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자료 1부

⑤   ㅁ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

다)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1부

⑥ 상기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정절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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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횟수 공고시기 지정시기

서울특별시 1년 1회 9월 11월

경기도 1년 1회 10월 12월

인천광역시 1년 1회 10월 12월

대전광역시 1년 1회 3월 5월

세종특별자치시 1년 1회 11월 12월

충청북도 1년 1회 10월 12월

충청남도 1년 1회 10월 12월

강원도 1년 1회 10월 12월

광주광역시 1년 1회 9월 11월

전라북도 1년 1회 10월 12월

전라남도 1년 1회 11월 12월

부산광역시 1년 1회 9월 11월

대구광역시 1년 1회 4월 5월

울산광역시 2년 1회 6월 8월

경상북도 1년 1회 12월 3월

경상남도 1년 1회 9월 11월

제주특별자치도 1년 1회 11월 11월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02-2133-2560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032-440-4022

경기도 문화예술과 031-8008-2272

강원도 문화예술과 033-249-279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042-270-442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 044-300-3413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043-220-3822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041-653-3817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062-613-3432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063-280-4846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061-286-5421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053-803-3841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51-888-5039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52-229-3763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053-950-3573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055-211-472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064-710-3414

홈페이지 | 전문예술법인·단체 www.artsdb.or.kr

지역별 공고 및 
지정시기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325 

Part 7
문
화
예
술
정
책
제
도

0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3) 지정자격

2011년 11월 25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1[전문예술법인 등의 지

정]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단

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영리법인의 한 형태인 주식회사도 지정대상에

서 제외되어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

합은 2011년 11월 25일 시행령 개정 이후, 전문예술법인 지정대상에서 영리법

인이 제외되었으므로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지정되었던 영리법인은 2013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전문예술법인으

로서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영리법인 지정신청
저희 단체는 최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

을 받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택했는데, 전문예

술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의 
지정신청 문화예술분야 공연예술 및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

하였습니다. 저희는 생산자협동조합 성격의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

합도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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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의 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비영리법인이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면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신청 저희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임의단

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

데, 추후 공익사업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합니

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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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변경 및 취소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단체명, 주소, 대표자 등의 단체기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

권자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변경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 경우는 아

래와 같으며, 이 외에 도 각 시·도지사가 지정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

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변경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동일 시·도 내에서 변경된 경우

지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도청의 지정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함)

●   임의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후,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법인화 된 경우  

(전문예술단체의 자격은 법인화된 일자로부터 무효화되고, 해당 시·도청의 지정신청기간에 전문

예술법인으로 재신청을 해야 함)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 1년 이상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지

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

적을 제출하여 법 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운영실적 조사결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

항제2호의 지정취소 기준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지정 취소 조치가 없을 경우,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그 유효성이 지속됩니다.

지정변경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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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지 않습니다. 단체의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

체 지정권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단체 소재지의 주무관청에 신규 지정신

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시·도 내에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이 유효합니

다. 동일 시·도 내에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시·도청 담당부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예술단체(임의단체)가 법인화 된 경우, 법인화 된 일자로부터 전문예술단체

로서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지자체의 전문예

술법인·단체 신청기간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시어 전문예술법인으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해산 및 폐업을 한 경우, 관할 시·도청에 해산 및 폐업

을 알리고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정절차 및 준비사항의 지역별 문의처

에 연락하시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경기도에 사무공간을 두고 경기도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은 극단입니

다. 서울이 주 활동지역이라 최근 극단 사무공간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는 유효한 것인가요?

법인화 된 경우
2010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전통예술단체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전

환을 준비하며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에서 전문예술법인으

로 전환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폐업한 경우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지역축제를 운영하던 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축제가 지역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입되어, 운영하던 재단법

인을 폐업 및 해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예술법인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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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

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세액공제, 3천만 원 초

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소득의 10%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기부절차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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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경우, 수익사업에서의 손금이 증가하여 「세법」 상 소득이 감

소하게 되므로 소득관련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

체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산입 하는 법인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재)서울예술단, 예

술의전당 등 모두 7개 법인

전문예술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무상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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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란?02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

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처는 단체의 사업범위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무장관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공익활동 주관 부처에 신청(예: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

시·도지사
단체의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 및 도지사가 인증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자격요건

신청처

신청시기

인증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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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등록신청서 

② 단체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단체의 조직기구표

⑨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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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혜택사항02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

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 감액대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 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나. 감액율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 

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다. 우편물 접수우체국

•  비영리민간단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우편물의 배달지역이 여러 우체국에 걸친 때에는 우편집중국으로 할 수 있음.

라. 우편물의 제출방법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

하여 등록 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  우편물 제출시 별 후납 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보조금 지원

우편요금 감면

조세감면

행정기관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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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

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적 목적 social purpose’과 관련하여 ‘사회문제’를 설정

하고 그 ‘해결방안’을 ‘비즈니스’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개념적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일반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된 설립목적이 주주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이윤

의 극대화일 때 사회공헌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기업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뜻은 커뮤니티 단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려고 시도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이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범위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

니까?

사회적 목적

참고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이란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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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업종에 명시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심의에 있어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은 배제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본래적 속성인 수익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윤은 주주에게 우선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 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 |

구분 내용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

지역사회공헌형

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유형

②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영업활동
모든 사업업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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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

관의 인증을 받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모두 9단계를 거쳐 완료가 되나 이를 기능별로 구분할 때 ① 인증신청 

② 현장확인 ③ 인증심사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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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 ~ 제6호 중 택일)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실확인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등)

● 인증 신청 기관 개요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선택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회계·세무법인의 사전 확인필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인 서류

   - 정관 또는 규정내 해당 사항 내용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명부 및 회의록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해당 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7층 육성평가팀  

(우편번호 1329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031-697-7721~9)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1800-201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식홈페이지 : www.socialenterprise.or.kr

참고

접수처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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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3)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0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적 조직(회사)이라는 것은 조직이 법인격을 갖춘 법인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또는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구성요건을 갖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공공기관 출연·출

자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조직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 구분 |

규정법률 내용 제외대상

「민법」 법인, 조합

•개인사업자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출자·출연 조직

「상법」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에는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

부에 대한 인사·회계·의사결정이 독립되도록 명시된 본부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

증 받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지부의 정관 및 지부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제출할 경

우 조직의 독립성을 인증 받습니다.

조직형태 확인서류(필수택일)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 날짜 기재)

조직형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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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조직형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 외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총 노

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실적이 충족되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매출 발생이 꾸준하지 않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자원 동원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사회적목적 실현이란 각 인증유형별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지역사회서비

스 제공에 있어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영업활동 기준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영리목적, 혹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총노무비 총수입 총수입(B)/총노무비(A)

A B 50% 이상일 경우 충족

유급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

한 근로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에는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사회보험에 가

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

경제제도로 시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4대 사회

보험으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유급근로자를 

5인 미만 고용한 경우 인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합형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사업계획 등을 통해 2년 이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건부 인증이 

가능합니다. 

조직형태를 충족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의 사

업실적과 일정액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실적평가 기준

이 있나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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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유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유급근로자 최소인원

일자리 제공형
30% (2013년까지)

50% (2017년부터)

5인 이상. 단, 특정 취약계층 2인 이상 고용시 인증 

가능

혼합형
20% (2013년까지)

30% (2017년부터)
5인 미만도 인증가능

*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기업 유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대표자를 제외한 유급근로자(자체고용)는 최소 1명 이상의 고용되어야 하고, 자

체고용인력은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일 

경우, 유급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인증이 불가하고, 다만 유급근로자

가 5인 미만이더라도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 노숙자)을 2인 이상 고용하면 인증이 가

능합니다.

11월이 신청월인 경우 직전 6개월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가)결산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업력이 6개월 이상이고 계절적 요인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 

최근 6개월 매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6개월을 포함, 6개월 이전 

결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단, 노무비에 대한 증빙을 위해 임금대장 등도 동일한 

기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증빙 자료는 총 2회에 걸쳐 검토하게 됩니다. 공증 또는 등 기와 같이 

반드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를 검토해 제출서류의 공신력

을 확보하고 1차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기관에

서 2차 회계검토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손익계산서 제출 시 예를 들어 인증신청일이 11월일 경우, 해당기간은 언제

부 터 언제까지인가요? 무조건 직전 6개월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요? 

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도 가능한지, 반드시 외부기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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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재무제표 상 수입 유형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으로 구성이 됩

니다. 영업수입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 기업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되며, 영업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입이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찰 등을 통해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영업수입에 해

당되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비 지원, 사업개

발비 등은 영업외수입으로 포함됩니다.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도 재화

나 서비스의 구매가 아닌 단순 기부, 후원금일 경우에는 모두 영업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노무비를 증빙하는 서류는 재무제표, 임금대장이 있으며 두 가지 서 류 모두 제

출해야 하며 문화예술분야와 같이 노무비에 제조(교육분야 교재 제작 등)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조원가명세서도 제출해야 합 니다. 재무제표와 급여대장의 노무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

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

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유형 인증기준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2017년부터 50% 이상)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2017년부터 50% 이상)

혼합형
근로자 및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 20% 이상

(2017년부터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근로자 또는 수혜자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사회문제해결 지출(또는 수입) 비율이 40% 이상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지출(또는 수입) 비율이 40% 이상

기타형
기타 사회적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개인 및 기업들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영업수익에 포함이 되나요?

인증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노무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요? 증빙서류들의 노무비 금액은 일치해야 하나요? 

사회적목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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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 |

저소득자
가구 6개월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자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장 최근 분기 월평균소득기준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성매매피해자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범죄구조피해자 보호대상자

| 취약계층 해당서류 |

취약계층 해당서류 발급기관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무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주민센터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지사

소득금액증명 •주민센터

급여명세표 •근무지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시·군·구청

장애진단서 •병원

복지카드 •주민센터

고령자
주민등록증 •취약계층 개인 소지

운전면허증 •취약계층 개인 소지

성매매 

피해자

시설 이용 확인서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상담 또는 치료 확인서 •상담·심리 치료기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시·군·구청

한 부모 자녀 한부모자녀 증명서 •주민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기관 확인증 •상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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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해당서류 발급기관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F-2, F-5 또는 F-6)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갱생보호

대상자
지원 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

범죄구조

피해자

가족관계등록증 •주민센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
•검찰청 민원실

장기실직자 구직등록 1년 경과된 고용보험 가입이력 
•고용센터 

•민간알선기관 확인

6개월 이내

출소자
수용·출소증명서 •전국 교정기관 (교도소, 구치소)

6개월 이내 

소년원 퇴원자
재원증명서 •수용했던 소년원 (방문/우편 등)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 증명원 •보호관찰 담당자에 요청

문화예술분야의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해 특정하여 증빙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기관의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통하여 5가지 유형(일자리제공

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중 택일하게 됩니다. 각 유형별 인

증요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중 취약계층의 제

공비율을 산정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대표자나 지분 소유자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

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증 또는 등기된 정관, 이사회 및 운

영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즉, 민주적 의

사결정구조를 ① 법률적 형식요건과 ② 실질적 운영요건으로 구분하여 함께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대상 내용

법률적 

형식요건

정관 또는 규약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의사결정 회의체
운영위원회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사결정 회의체의 공증된 

명부와 회의록 필요

실질적 

운영요건
의사결정 회의체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주로 어떻게 판

단하나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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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등 의사결정 회의체가 되는 각종 위원회,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 등에 규

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제 회의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시행을 판

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법」 상 회사나 「민법」 상 법인 등의 경우 이사회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하는 것이 좋으며, 비영리법인 산하의 사업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동 위원회가 중요 의사결

정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하며 권한의 강제력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동의서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정관과 운영위원회 규약, 회의록 

등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

된 이사회만 있을 경우에는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인서류

•정관 또는 규약

•이사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위촉 확인서

더불어 의사결정에 있어 단순 회의개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 신청 전에(신청월 포함) 최소 2회 이상의 회

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업 대표나 설립자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

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경영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범위와 참여단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관계자를 필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에 반해 혼합형 및 기타형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취지

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공증 또는 등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회의체 구성 명단 

및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법」 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 등 특수관

계자가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사회적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리법

인의 경우 자본소유에 따른 특수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

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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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내용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명시한 항목

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포함될 법적 기재사

항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적용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기업의 표준정관

을 참조하면 됩니다.

|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법정 
기재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 나눔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 사채, 

출자와 적립금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 조직과 임원(이사, 감사) 

사무처 사무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상법」 상 회사 및 합자조합은 해당 기업의 정관이나 규약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회

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 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은 이익잉여금이나 배당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한다.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범위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기술개발 또는 사업확장을 위한 추가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인상 등 근로여건개선 (근로복지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를 위한 적립금 허용)

•공익을 위한 기부 등 

정관/규약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 상 회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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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자 범위에서 기업의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목적으로 인

정되지 못하며 더불어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 선

교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 재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모니

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

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는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와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 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이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확인서류(「상법」 상 회사)

•정관 또는 규약

•주주동의서 (필요시) 

•지난 회계 연도 이익 사용 및 재투자 내역

•운영위원회 위촉 확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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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크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사

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

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 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 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

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된 사

회적기업이 아닙니다.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

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 정관ㆍ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ㆍ사회서

비스제공 등)

④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
4) 예비사회적기업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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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운영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하여 지역개발·환경·문화 등 전략적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모델

을 발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12

년부터는 정부부처에서 부처별 육성모델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

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란 중앙부처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

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법률자문 및 감수 |

강민수 (쿱비즈협동조합 대표)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

김성중 (노무법인 유앤파트너/공인노무사)

김소영 (한미회계법인/공인회계사)

박지영 (법무법인 정진/변호사)

백복기 (회계법인 서정/세무사)

윤영석 (법무법인 은율/변호사/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장진민 (이음스토리 이사/한남대학교 겸임교수)

| 총괄 |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실장)

| 총괄 기획 | 

정하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 기획 및 구성 | 

민  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이도경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유재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남윤영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교육컨설팅팀)

| 참고자료 |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공연계약의 이해(강은경 저), 도서출판 오래, 2012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서울시 기부길라잡이, 2013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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