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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

되도록 정부차원의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
 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의 제도 활용률 및 활용의사가 저조
* 사전·사후요건 등의 엄격한 운영과 완화·촉진이 반복되는 등 전략적 방향성 부재
 상속세에 대한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은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조시켜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저해
 또한 현재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중견·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기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신규 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의식전환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과거의 성공경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되기 위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도출 필요
[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구분

주요 내용

인식
전환

가업승계

→

제2의 창업

·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제도
확대

세율논쟁

→

신규투자 유도
실질적 혜택

·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

공익 재단

·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

제3자 승계

·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제3자 승계 등 다각화

승계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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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향

친족승계

I. 배경 및 필요성

I. 배경 및 필요성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구현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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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
 정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정책역량을 결집 중
 그러나 중견·중소기업 스스로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투자 노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추세가 증가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중견기업: 5.1% (중소기업중앙회, 2019)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계획: 없다(82.9%), 있다(10.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9)
 기업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상속·증여세 등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
* 국내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이 있음 (국세청, 2019)
 가업승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높은 공감대에 비해 실제 관련

지원제도의 활용의향은 낮은 수준
* (가업승계의 중요성) 매우 중요하다 22.4%, 중요하다 44.4%, 보통 28.0%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계획) 있다 30.0%, 없다 25.8% (중소기업중앙회, 2019)
 (지원대상)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매출액 기준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고 엄격한 사전요건을 적용함에 따라 우량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
* 가업승계 지원제도 필수사전요건 충족 기업 비율 : 27.2% (IBK경제연구소, 2019)
 (사후요건) 가업승계 이후 7년 동안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의식전환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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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황 및 문제점
 (제도 불안정성)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따라 활용성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승계자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국세청, 2019)
- 승계자에 따라 친족승계, 전문경영인 승계, M&A(제3자 매각) 등으로 구분 가능하나
협의의 의미로는 친족승계를 주로 의미
* 국내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권의 승계와 경영권의 승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국세청, 2010)

<표 1>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 적용요건 (’20.1.1. 기준)
구분
사전
요건

가업요건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피상속인

· 지분 50% 이상 10년간 보유 또는 사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상속인

사후
요건

적용요건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자 (피상속인의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사망시 예외)

관리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유지

·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 업종유지 (중분류 외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고용유지

·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또는
· 매년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최소 80% 유지 및
7년간 총급여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100% 이상 유지

공제한도

·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 원(10~20년), 300억 원(20~30년), 500억 원(30년 이상)

참고: 기획재정부(2020.1.6.), 삼정KPMG(2018) 재구성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은 제도 활용 당사자인 경영자들의

제도 활용 여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중
- 제도 도입(’87, 가업승계세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과 범위,
사전·사후요건이 개정 때마다 변화
- 특히 가업승계 지원요건 등의 엄격한 운영과 완화·촉진이 반복되는 등 개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 부재
* (가업요건) 5년 이상 경영한 기업(’07) → 15년 이상(’08) → 10년 이상(’09)
(사후요건) 고용유지 의무 추가(’11),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완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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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업상속공제제도 역대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
시행연도

매출액 기준

가업요건

공제한도액

사후관리의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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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1997

주요 개정내용

조세감면규제법에 도입된 가업승계세제지원(1987)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관(1997)
5년 이상 경영

최대 1억 원

15년 이상 경영

최대 30억 원

2007
2008

1,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2009
2011
2012
2013
2014
2020

최대 100억 원
1,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2,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사후관리기간 도입(10년)

고용유지의무 추가

최대 300억 원

최대 500억 원

고용유지 및 업종변경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자료: 배수진·황준성(2016), 조세일보(2019.3.27.) 바탕으로 재구성

- 가업상속공제제도 신청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엄격한 사전·사후요건 등 때문(강성훈, 2019)
* (’17년) 최대 공제한도는 500억 원인데 반해, 1인당 평균 공제금액은 약 24억 원이며, 증여세 특례
가능기업 173곳 중 91곳(52.6%)만 가업상속공제 신청
 잦은 제도 변경은 근본적으로 상속·증여세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의 정책목적성·취지가

상호 충돌하는데 기인
- 상속·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완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
- 반면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경영자들의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경제에 기여하는데 목적
* 진정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재산 승계만이 아닌 경영자의 창업정신, 경영노하우 등 유·무형자산의 이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뉴시스, 2019.3.31.)

- 세제 지원 중심의 지원제도는 조세형평성 측면과 명문장수기업* 육성 및 축적된 기술·
경영노하우 승계 관점이 대립하게 되는 필연적 한계
* 명문장수기업: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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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논쟁) 반복적인 명목-실효세율 논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조되는

한편, 혁신에 대한 투자는 감소
 국내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OECD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과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 충돌
-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고세율은 50%*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경우에는 20%를 가산**하도록 규정(동법 제63조)
* 과세표준 기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에서도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하도록 개정(’20.1.1. 시행)

- 하지만 상속공제 항목*이 많아 실효세율은 명목세율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공존
* 주요 상속공제 항목들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 미성년, 연로자, 장애인 등), 배우자 상속공제,
물적공제 등이 있음

[참고] 주요국 상속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명목세율) 한국의 명목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수준(’17)

자료: 헤럴드경제(2018.8.2.)

· (실효세율) 과세표준액 대비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의 경우 명목세율 대비 절반 수준
* 실효세율 = 최종 결정세액(상속세 실납부액) / 과세표준 × 100
** 상속세 실효세율 추이: 26.8%(’14) → 30.1%(’15) → 29.4%(’16) → 28.1%(’17)
구분

한국(10억 원)

일본(1억 엔)

독일(100만 유로)

미국(100만 달러)

과세표준(①)

8,651

155,884

23,223

83,570

상속세 실납부액(②)

2,430

20,185

5,013

19,940

실효세율(②/①)

28.09%

12.95%

21.58%

23.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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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개편에 공감대 형성 및 개선(안) 없는 소모적인 논쟁 속에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이라는 시각이 확산
- 가업승계를 둘러싼 국민들과 경영 현장 간의 괴리가 큰 상황으로, 지원제도 필요성에
STEPI Insight |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
* 가업승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60%), 특권의식 가진 2세 경영자(51%),
승계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47%) (매일경제, 2019.2.6.)

-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일부 기업인의 제도 악용 및 편법 승계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자정노력도 중요
* 일반국민의 ‘가업승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불법·편법적인 상속(47.5%), 2세들의 경영권 다툼
(36.8%), 독일의 명문 제조기업(5.3%), 관심없음(5.6%) (매일경제, 2019.2.6.)
 세(稅) 부담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면서 축적된 기술·노하우 전수 및 신규 사업 투자에 한계

- 가업승계 계획 및 준비상태가 저조하며, 경영자의 사망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가업승계로
우량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
* (가업승계를 했거나 승계할 계획 유무) 있다(38.4%), 없다(50.2%)
(가업승계 과정에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77.5%), 정부정책 부족(49.0%),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중소기업중앙회, 2019)

- 후계자가 상속세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으로 대납함에 따라 경영권이 약화
* 농우바이오 매각: 1967년 설립된 종자(種子)회사로, 2013년 ‘300대 강소(强小)기업’에 선정되는 등
우량기업이었으나 창업주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매각. 매각대금 3,000억 원 중
약 1,200억 원을 주식대납의 형태로 상속세 납부

- 기반시설 및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기존 사업들
위주로 구조 재편
* “중견기업 A사는 조만간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지금 회사를 물려주면 상속세 부담이 커
승계가 어렵다 ... R&D를 해외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 중” (조선일보, 2016.8.11.)

- 엄격한 사후 이행요건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확장에 한계
* “2세 경영인이 공장이 협소해 지금 땅과 건물을 팔아 지방으로 옮기고 신규 사업에 투자도 하려고 했던 게
기본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신규 사업 투자 후 현금성 자산이 발생하면 가업승계 요건 위반으로
상속세를 추징 받게 돼 있다 ... 결국 공장 이전은 보류됐다.” (매일경제, 20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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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팬 증후군) 규제회피 및 세제혜택의 유지를 위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고 혁신을

위한 신규 투자가 정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적용 기준인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중단하는 현상 발생
-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항목이 증가하며, 이는 기업인의 도전
의식과 성취 욕구를 떨어뜨려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매출액 기준별 적용 규제 수: 3,000억 원 이상: 28건, 5,000억 원 이상: 40건, 2조원 이상: 56건,
5조원 이상: 86건, 10조원 이상 98건 (문화일보, 2018.3.16.)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조세 혜택(62.2%), 금융 지원(15.8%),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8.6%), 전문인력 확보지원(5.6%) (중소기업중앙회, 2019)

- 신규 투자 시점 연기 등으로 규제 적용 기준에 맞춰 매출액 규모를 조절하려는 경향
* “휴대전화 부품회사 B사는 최근 신규 수요처가 늘고 있어 공장 생산량을 늘려야 하지만, 신규 설비
투자는 미루고 있다 .. 곧 가업승계를 예정하고 있는데 매출 3,000억 원을 넘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망설이고 있다" (매일경제, 2019.1.28.)
 기업규모 축소를 위해 기존기업을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매각하여 승계를 추진하는 편법 등

일종의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
- 본래 기업분할은 주력·비주력사업을 구분하고, 재무·지배구조를 미래 신산업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활용되어야 바람직
- 후대 경영인이 설립한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운 후 모회사(가업승계
대상기업)를 역합병하는 형태의 상속·증여도 발생
* “중견 건설기업 C사는 자녀들 앞으로 개인회사를 만든 후 일감지원 또는 신규사업을 몰아주는 형태로
몸집을 키운 후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위치에 있는 회사와 합병 ... ” (더벨, 2019.5.23.)
 가업승계 효과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업가정신 계승도 중요하나 승계 경영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은 제한적
- 창업 1세대와 다른 경영 환경(4차 산업혁명, 글로벌 경쟁 등)에 놓여있는 2세대 경영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필요
* “2~3세대 경영자는 1세대가 키워놓은 회사를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 헝그리 정신과 강한 리더십을 갖췄던 1세대에 비해 2~3세대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 (중소기업뉴스,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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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
 (전략목표) 과거의 성공경험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활용되기
STEPI Insight |

위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를 지원·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제2의 창업’ 지원 활동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의 전환 필요
- 보유 자산의 승계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필연적으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노정
 가업승계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항목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
- 가업승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지원정책 역시 이를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


중견·중소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안정적인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의식전환 및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안
<표 3>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전략
목표

- 과거의 성공경험이 미래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촉진

구분

전환 방향

주요 내용

인식
전환

가업승계

→

제2의 창업

·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제도
확대

세율논쟁

→

신규투자 유도
실질적 혜택

·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

공익 재단

·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

제3자 승계

·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제3자 승계 등
다각화

승계
다각화

친족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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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전환]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
가. 사회적 인식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기여 측면에서 가업승계는 신규창업에 비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창업’ 관점으로 접근하고 지원할 필요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승계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업가와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가정신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EU 중소기업법 10가지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명시
* 기업가정신 교육, 가업승계를 위한 멘토링과 지원, 과도한 조세(증여세, 배당금 및 재산세 등)로 기업
승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 등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급증 시 고용 및 GDP 상실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도입(’18)
* 저출산·고령화 및 승계후계자 미정인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약 650만 명의 고용, 약
22조 엔의 GDP 상실 전망 (일본 중소기업청, 2019a)
 국내에서도 장수기업일수록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하는 분석결과 발표

* 30년 이상 기업의 경영성과는 10년 미만 기업의 4~5배 (IBK경제연구소, 2019)

나.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개별 기업이 지원제도의 해당 여부 및 사전요건 충족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관심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수준
*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인지 여부: 잘 알고 있다(31.8%), 잘 모른다(19.8%), 들어본
정도다(48.4%) (중소기업중앙회, 2019)
 민간 금융기관이 주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세제 감면 이외는 취약

하며 공공행정서비스(정책자금, 법률 등) 정보제공 필요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우선추진아 필요한 정책과제: 일시적 경영안정자금 지원(38.6%), 컨설팅 및
정보제공(34.85), 경영자·후계자 전문교육(21.2%) (중소기업중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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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기업들의 업력별 경영성과
기업수
(개)

비율
(%)

10년 미만

28,090

30.1

10~20년 미만

43,881

47.1

20~30년 미만

16,977

18.2

30년 이상

4,246

4.6

전체

93,1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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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주: 한국기업데이터 재무정보(최근 5년) 활용 가능한 법인 97,500개사 분석
평균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종업원수, ’17년 결산 기준, 특이치 제거(상/하위1%)
참고: IBK경제연구소(2019), 2p.

[참고] EU 중소기업법 (The Small business Act)

10 principles to guide the concep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
I.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ntrepreneurs and family businesses can thrive and
entrepreneurship is rewarded
··· A greater number of transfers of business would have an immediate positive effect
on the European economy: successful transfer of business preserves more jobs on average
than those created by new start-ups. Transfer of business should therefore be given the
same supports as setting up a new business. Recognition of the special role of SMEs
and in particular family-based enterprises, their typically local base, socially responsible
attitudes and capacity to combine tradition with innovation, underpins the importance of
simplifying the transfer of businesses and the skills associated with them. ··· ensure that
taxation (in particular gift tax, taxation of dividends and wealth tax) does not unduly
hamper the transfer of businesses ···
“성공적인 사업의 승계 및 양도는 신규 창업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보존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기업승계 및 양도에 대하여는 창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특히 조세 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승계 및 양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참고: EU Commission(2008), “Think Small First” - A “Small Business Act” fo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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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대]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보완
가. 투자액 공제 도입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반 투자 촉진
 승계를 앞둔 중견·중소기업들은 기업 생애주기 상 도약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반면

경영자들의 혁신에 대한 투자유인이나 리더십은 약화
- 업력 20년초과 성숙기업은 업력 20년 미만 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이석훈, 2019), CEO가 고령일수록 R&D투자에 보수적(하영범·이성희, 2014)
- 가업승계 전후 기업의 단기적 고용 및 재무성과 악화 경향은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유동성 및 경쟁력 저하 때문(홍성철 외, 2011)
* 창업주는 높은 상속세율로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모펀드에 팔아 현금으로 환원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향 (스카이데일리, 2019.5.20.)

☞ 투자액 공제 도입으로 가업승계 전후 시점의 일시적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규 연구개발투자 및 성장을 기피하는 경향을 개선
 (1안: 세액공제(tax credit))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을 가업승계 공제제도에의 적용하여

연구개발투자액을 추가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투자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안: 과세가액공제(deduction)) 연구개발투자·인력개발 등 혁신활동에 투입예정인 금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평가하고 과세가액에서 공제
- 사업무관자산인 현금유보액을 혁신활동에 활용하도록 유도
- 다만, 실효성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용 자산한도(200~500억 원)를 확대할 필요
[그림 2]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과세가액공제 확대방안(안)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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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문장수기업 혜택 현실화
 모범적 경영으로 기업 성장은 물론,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STEPI Insight |

공제 한도를 확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최초 도입 시(’14), 지정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

(500억 원→1,000억 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
- 현재는 명문장수기업 지정기업에게 R&D사업 및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외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한 상황이며 신청 또한 저조
* 명문장수기업 지정현황(’20, 누적): 14개사(중견기업 2개사, 중소기업 12개사)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일부 확인기준들은 우량기업들이 선정되는데 제한

- 필수지표인 연구개발비 비중의 경우, 비교를 위한 업종별 평균치로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활용 중이나 해당 자료는 대·중소기업만 구분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
- 매출액의 경우,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을 배제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는 경우 신청대상 제외하고 있으나 1차 벤더 등의 우량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

☞ 명문장수기업 지정의 실질적 의미를 확보하고 혁신친화형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확인요건을 개선하고 혜택 확대
 혁신투자에 적극적인 우량·모범 기업을 (가칭)명문장수혁신기업으로 발굴하여 혜택

차별화
-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혜택 부여
- 현행 기준 중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 관련된 지표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확인요건은
완화하여, 혁신성이 높은 우량기업들이 선정되도록 개선
* 명문장수기업 지정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력기준의 완화(45년→30년) 및 매출액 기준 확대
등을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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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 혜택 및 확인기준 개선(안)

· (대상 확대·요건 완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업력기준 완화(45년→40년)
*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대상의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면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삭제 (’20.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8조)

· (실질적 혜택 부여) 명문장수혁신기업 지정기업 대상 공제한도 확대(2배)
구분

현행

적용대상

· 중소기업과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이 10% 미만이어야 함

상속공제액
한도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200억),
20년 이상(300억), 30년 이상(500억)

개정 (예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 비중 제한 기준 완화 必
· 명문장수혁신기업 구간 신설 및 공제확대
가업영위기간 40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1,000억)

· (확인기준 지표 및 배점 개정)
① 업력기준 완화에 따라 장수에 대한 평가 점수 축소(60점→50점)
② 혁신친화형 기업 지정을 위해 기업역량 및 혁신 관련 지표 점수 확대
(기업역량+기업혁신 지표, 12점→22점)
구분

장
수

명
문
혁
신

종
합

14

현행
지표

개정 (예시)
점수

지표

점수

60

(필수) 창업일 기준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0년 이상 영위한 기업
· 40년 40점, 1년당 1점 추가,
50년 이상 50점

50

(필수) 법인세납부 실적 (최근 5년간 체납 無)
· 장기고용유지,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12

· (좌동)

12

사회적
기여

(필수) 최근 3년간 법규준수
· 임직원 인권 존중, 고용 및 근로조건,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안전 및 보건, 반부패 및 공정경쟁,
제품 및 서비스 책임, 사회공헌 등

16

· (좌동)

16

기업
역량

· 기업의 브랜드가치
(인지도, 상표 및 디자인)
· 보유 특허의 수준
(시장성, 기술성, 신뢰성, 등록건수 등)
· 제품 우수성(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9

·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평가 점수 상향 조정
(9점→15점)

15

기업
혁신

(필수)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3

· 기업혁신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중 평가 점수 상향 조정
(3점→7점)
* 중견기업 업종별 평균 통계 마련 必

7

업력
기준

(필수) 창업일 기준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영위한 기업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경제적
기여

· 추가 가점 (수출 기여(3점), 일자리 창출
기여(3점)
·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 대상 심의

100

· (좌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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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요건 완화
 융·복합화, 스마트화 등 미래 사업환경 변화에 승계 경영자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지원제도 보완
STEPI Insight |

 엄격한 사후요건은 경영자들의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여부를 계획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계획이 없는 이유: 사후요건이 기업유지·성장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음
(25.8%), 사전요건 충족이 어려움(19.5%), 사전사후요건 충족 노력에 비해 혜택·효율성이 떨어짐
(13.3%) 등 (중소기업중앙회, 2019)

☞ 정부는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 지원을 위해 일부 사후요건들을 개정·보완(’20.1.1. 시행)
하였으나,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완 필요
[참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의무요건 개정 주요내용 (’20.1.1. 기준)

· (사후관리기간 단축) 10년 → 7년으로 축소 및 기간별 추징률 조정
· (업종변경 범위 확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내까지 업종변경 허용
· (자산유지의무 완화) 업종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자산의 처분 및 신규 자산 취득
필요성 발생에의 대응을 지원
· (고용유지의무 이행기준 개정)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입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관리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유지

· 업종 유지
-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업종 유지 요건 완화
- 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5년 내 10%) 금지
· 예외적 처분 허용
- 수용,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 처분·
대체취득시, 내용연수도달 자산 등

· (좌동)
· 예외적 처분 허용범위 확대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개발인력비로 사용

고용유지

·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최소 80% 유지 및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 당시 근로자수 100% 이상
유지)

·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또는
· 매년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 유지 및
7년간 총급여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100% 이상 유지

자료: 조남철(2020), 기획재정부(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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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로 선순환의 혁신생태계 구축
가. 기업재단* 활용
 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족재단과 공익재단으로 구분하여,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동시에

기업활동으로 창출된 부의 일부를 공익목적으로 사회 환원
* 기업재단: 기업의 주식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 또는 재단이라는 법(法)형식을 갖고 운영되는
기업 (조병선, 2019)
 독일은 공익목적 재단과 사익목적 재단이 공존하는 이중재단*을 가업승계에 활용하고

주식·지분에 대한 의결권과 자본수익권을 분리하여 운영
- 공익목적 재단 :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권의 대부분을 향유하나, 주주로서
의결권은 보유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보유
- 사익목적 재단(가족재단) : 대부분의 의결권과 배당권 일부를 보유함으로써, 가족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가족기업에 대한 영향력 및 경영권을 승계
* 이중재단(Doppelstiftung): 기업재단의 한 유형으로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재단이 해당 기업의 공동 소유자로 존립하면서 활동하는 형태 (조병선, 2015)
 공익재단을 연구개발투자, 관련 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활용할 경우,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순환의 혁신생태계의 구축이 가능
[그림 3] 재단 기반의 가업승계 및 혁신 재투자 방안(안)

자료: 연구진 작성

16

Ⅲ. 핵심전략 및 실행과제

 다만, 국내에서 기업재단을 활용한 가업승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행 법·

제도의 개선과 경영자들의 노력이 필요
- (주식불가분의 원칙) 상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익배당
STEPI Insight |

청구권이나 의결권만을 주식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발행에 제한*이 있음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함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제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결권 있는 5% 이상의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 회피 불가
*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익
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재단 운용소득 지급 제한) 출연자(신탁자) 및 그 가족이나 후손이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서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제공받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국내의 경우, 공익법인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신탁재단 수익의 최대 1/3까지는 신탁자를 포함한 3세대 후계까지 신탁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정생활비로 지급이 가능 (독일 조세기본법 제58조 제5호; 조병선, 2015:42
재인용)

- (대기업의 편법 악용) 공익법인을 세금 혜택을 받으며 대기업 총수들의 지배력 강화 수단
및 내부거래 규제를 피하는 수단의 악용*에 따라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강화 등이 지속적
으로 제기
* 일부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계열사 우회 지배 수단으로 이용해 문제가 되고 있음:
재벌 계열사 주식 공익법인 기부→상속·증여세 면제→의결권 행사→총수 지배력 유지·강화 (조선
비즈, 2018.7.1.)

17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 독일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그룹

· 1886년 창립된 독일의 자동차 부품 분야 가족기업(유한회사)인 보쉬(Bosch) 그룹의 창업자
로버트 보쉬(Robert Bosch)는 기업 영속성 유지를 위해 본인이 보유한 Bosch사 지분(92%)을
기부하여 재단을 설립·운영
· 설립된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재단은 Bosch사 지분 92%를 보유하나, 실제 의결권은
없으며, 배당수익을 정관에서 정한 공익목적으로 활용
· 창업자 후손(Bosch 패밀리)은 Bosch사 지분 7.99%를 보유하고, 보유지분에 대한 배당수익권
행사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며, 의결권 7%만 직접행사 (0.99%는 산업신탁합자회사에 이관)
· 산업신탁합자회사는 재단의 92% 의결권과 창업자 후손의 의결권 0.99%를 위탁받아 기업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 로버트 보쉬(Robert Bosch) 그룹 소유 및 지배구조 ]

☞ 이를 통하여 후손들은 배당수익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기업경영은 신탁회사를
통한 자율성 보장을 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수행하며, 재단을 통해 대부분의 배당수익을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가능
참고: 조병선(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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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승계] 친족승계를 넘어 기업승계로 승계 다각화
STEPI Insight |

가. 제3자 승계
 가업승계를 친족 간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축적된 기술·노하우의 대물림’으로

관점을 확대하고 승계 다각화
 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유지 및 역량과 양질의 일자리 등을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할 필요
- CEO 고령화 속에서, 적절한 승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장수기업의 폐업은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
* 국내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은 연간 69,849개 기업으로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 (IBK경제연구소, 2015)
 후계자 없는 기업의 승계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승계 또는 M&A가 주목받고 있으나

후보자 탐색과정이 길고,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
* 한국M&A거래소의 2019년 매물 730개사 중 16.2%인 118개사가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
(조선일보, 2019.12.17.)

☞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

나. 공공플랫폼
 제3자 승계, M&A 등을 중개하고, 승계 컨설팅을 지원할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생태계 활성화
 단순한 기업거래 중개 관점에서 벗어나, 과거의 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등과의 연계와 네트워킹까지 지원 필요
* 독일(Nexxt Change Program) 및 일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는 승계자를 찾는 기업인과
유망한 회사를 찾는 인수인을 연결해주고 기업거래를 중개
 공공플랫폼 운영과 가업승계의 지원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각각 운영 중인 가업승계지원센터 및 명문장수기업
센터의 기능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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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독일 및 일본의 기업승계지원 정보제공 정책

< 독일 Nexxt Change Program >
· 가족 내 승계가 곤란한 기업들이 가족 이외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
최대의 온라인 기업거래 시스템
- 연방경제부(BMWi),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연방상공회의소(DIHK), 독일수공업자
협회(ZDH), 지역은행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2006년부터 운영 중
· 기업을 양도 및 승계하려는 경영인과 기업을 인수하려는 인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기업승계의 촉진을 목표로 함
- 다양한 조건별 검색을 통한 경영인과 인수인을 연결, 금융, 법률 등 전문 자문, 표준화된
모델을 활용한 기업의 잠정가액 계산 기능 등 제공
[ 독일 Nexxt Change Program 관련 주요 기관 ]
구분

주요 기관

가업승계정책

연방경제부(BMWi)

산업계/협회

연방상공회의소(DIHK), 지역상공회의소(IHK)

금융지원정보

독일재건은행(KfW) 그룹 산하 중소기업은행(Mittelstandsbank)

법령지원정보

Startothek (연방경제부 주도 인터넷 플랫폼으로 정부지원프로젝트 지원시, 지원
양식 작성,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안내 제공)

학계/연구계

중소기업연구원(Das Institut fur Mittelstandsforschung(IfM) Bonn)

자료: 김주훈 외(2014) 재인용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 제3자 사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승계지원센터에서 개별 기업들의 승계 관련 상담 안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매칭 추진
-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① 금융기관, 사업
전문가, M&A중개업자 등 민간사업자와 ② 사업자정보 보유 정부·공공기관(정책금융공고,
일본무역진흥기구 등)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충 중
- 추후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제휴도 검토
자료: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홈페이지(https://shoukei.smrj.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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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본 중소기구 출자 사업승계펀드

· 사업승계펀드는 사업승계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사업 승계를 진행하는 민간
STEPI Insight |

‘Private Equity 투자 펀드’를 의미
-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나 후계자의 지분 인수자금 부족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최초 조성
- 펀드재원은 보통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 회사나 금융 기관 등 민간기업·중소기구의 공동
출자로 유한 책임의 형태로 조성
· 일정 기간에 기업 가치를 높여, 대상 기업을 타 기업에 양도 또는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 판매
하는 목표를 가짐
- 펀드가 경영진을 파견하거나 후계자 등에게 일정 기간(최장 8~13년) 경영을 맡긴 뒤
경영기반 구축 후 후계자, 제3자 등에게 기업을 재매각(장미화, 2008)
· 사업승계펀드는 회사에 출자하여, 공동 경영자로서 현 경영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거나,
후계자 탐색 등을 함께 하며 사업 승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 사업 지속을
위한 경영 체질을 개선
- 펀드가 회사의 특징을 파악 한 후, 회사의 방향성을 후계자에게 정착(교육)시켜주기 때문에,
경영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업 승계를 제공
- 또한 후계자로서 합당한 사람의 선정과 교육도 진행하며, 펀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에 가장 적합한 후계자 후보를 함께 탐색
· 사업승계펀드를 통한 사업승계를 한층 촉진할 수 있도록 2019년 세제개정을 통하여 중소기구
출자 사업승계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특례를 제공
[ 사업승계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2020), 일본 중소기업청(2019b)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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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구분

관련 법제 개정 소요사항

관련법령

조항 및 주요 내용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방안 관련>

조세특례
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

입) (2019.12.30. 일몰로 삭제)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
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방향 제언
☞ 가업승계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시,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액 공제’ 항목 추가
- 투자유인책으로 조세특례제한
법 제10조에 의해 ‘연구·연구
개발비’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중
- 경영자들의 혁신에 대한 투자
유인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도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액’
공제 적용
☞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액’
조세 감면 방안
· (1안) 旣연구개발투자액 일정 비
율 상속세 세액공제*
* 법인세와 중복공제 이슈 검
토 필요

<가업상속 재산가액 기준 확대>
투자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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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
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이하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
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 ‘연구 및 연구인력 투자액’
조세 감면 방안
· (2안) 향후 N년간 ‘연구·연구개
발비 투자예정액’을 과다보유
현금에서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시켜 ‘가업상
속 재산가액’으로 기초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 부여

붙임, 관련 법제 개정 소요사항

구분

관련법령

조항 및 주요 내용
<가업상속공제 기초공제액 한도>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기업
확대
- 현행법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 10
년 이상 계속 경영 기업만 적용
대상임

STEPI Insight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
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
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
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
우: 200억 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
우: 300억 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원

개정 방향 제언

☞ 가업상속공제 기초공제액 한
도 확대
- (현행) 30년 이상 계속 기업:
최대 500억 원
- (개선안) 40년 이상 계속 기업
*: 최대 1,000억 원
*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부터
시험 적용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
장수
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
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
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명문장
수기업의 요건) ⑦ 법 제62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최
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
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
다)의 평균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 선
정 요건 완화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업력기준 완화
· (현행) 업력 45년 이상, 평균 매
출액 3천억 원 미만
· (개선안) 업력 40년 이상
중견·중소기업
☞ 중견기업 업종별 연구개발비 평
균 통계 마련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
종별 연구개발비 비중은 중
소, 대기업 기준 통계만 존재
☞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기업경영 지속성을
높이는 성장사다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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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구분

관련법령

조항 및 주요 내용
<의결권이나 배당권을 분리한 주식·지분 관련>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
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공익
재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
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
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익목적 출연재산 비율 및 상속세 절감 혜택 제한 관련>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
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
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생략)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중략)·······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공익법인 수익 활용처 제한 관련>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
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
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
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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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향 제언
☞ 종류주식의 총수 비율에 대
한 예외 허용
- 종류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4 초과 불가하며, 이에 따
라 배당권 혹은 의결권만 행
사(보유)하는 형태의 이중재단
과 같은 승계방안이 실현 불
가능함

☞ 공익법인 설립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 공익법인 출연 or 기부시,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감면
해택 부여

☞ 조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 공
익법인에의 주식출연 가능
비율을 확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출연할 경
우,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배당권과 의결권 행사 분리
를 통해 이익의 사회적 환
원 및 경영권 방어가 가능
한 구조로 변경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

☞ 공익법인으로의 출연금 확대
를 위해 공익법인 수익 운용
범위를 확대 필요
- 현행상 공익법인의 수익 일부
가 상속인(혹은 특수관계인)
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상
속세 부과

붙임, 관련 법제 개정 소요사항

구분

관련법령

조항 및 주요 내용

개정 방향 제언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지원 및 공공플랫폼>

및
종합
정보
지원
시스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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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플랫폼

제62조의2(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
탁하는 사항

☞ 중견·중소기업의 승계유형별
맞춤형 정부종합정보·지원시
스템 구축 및 운영
- 기존 가업승계지원센터의 업무
확대하여 승계지원 활동: 후계
자 교육, 증여 및 상속세 관련 법
률 자문, 제3자 승계 기업 연계,
승계자금 지원 등 가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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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2008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기술산업실 수석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CTO 전략팀 과장

| 주요연구실적 |
∙
∙
∙
∙
∙

박찬수
박찬수
박찬수
박찬수
박찬수

외(2019),
외(2019),
외(2018),
외(2018),
외(2017),

「중장기 경제혁신을 위한 R&D/자본 생산성 제고 전략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을 위한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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