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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舊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인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재도입이 지속적으

왜곡하게 된다. 과세불공평성을 야기시키고 재무구조

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및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를 악화시켜 폐지되었던 제도인데다 장기적인 투자전

주장되고 있으나 본래 주주 간 과세 형평성을 목표로

략을 저해하고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높인다. 또

고안된 제도이다. 기업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IMF

한 배당을 증가시킨다 해도 국내 투자와 소비 증대 효

의 권고로 2001년 폐지된 舊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과는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

미국과 일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한 예비적 동기에 의해

주주가 배당을 부당하게 이연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

현금성 자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환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과

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보금 과세 논의보

세를 통해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유출시켜 투자를 증

다는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가시킨다는 재도입 목표는 적절하지 않다. 회계적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로 유보금과 투자는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유보
금의 감소가 투자의 증가로 직결되기도 어렵다. 실제
로 유보금이 증가한 동시에 투자증가율도 상승하였
고, 시행 국가들조차 현금성자산의 증가와 투자위축
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세를 강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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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증가 역시 기업이 사회적

1. 문제 제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국제적인 경향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의 부재로 사내유보
금에 대한 과세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

- 2011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고 국
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

□본 보고서는 舊법안, 미국·일본의 법제와의 비교를

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음

통해 재도입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2012년 9월 추미애의원실에서 관련 정책토론회1)를
개최하였고 2013년 11월 이인영의원 대표발의로 법
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이 국회에 제출됨

2.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 2014년 7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사내유보금의 의미와 정치적 해석의 괴리

장관은 취임사에서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후 과세와 인센티브

-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를 이용한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힘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잉여금이므로 사내유
보금의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이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증가
하였음에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

아님

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함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만으로 계산

- 사내유보금이 학계와 기업들의 되풀이되는 정정 노

○회계정의상 잉여금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것

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의와 달리 투자나 재생산

이므로 잉여금으로 사내유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음.

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 불임소득의 개념

건물, 토지, 설비투자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투자의 증가에도 재무상태표상 유보금은 변화가 없거
나 증가할 수 있음3)

1) 추미애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토
론자료집, 2012.9.27.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20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호: 1907913).
3) 임경묵, 『유보율 급증, 정말 문제인가』, KDI 정책포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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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증가에도 유보금과 유보율이 증가하는 예>

차변(운용)

대변(조달)

차변(운용)

대변(조달)

현금 50억 원

부채 50억 원

부채 50억 원
현금

순이익 50억 원
설비투자 100억 원
배당 0

100억 원

잉여금
200억 원

잉여금
150억 원

실물자산
300억 원

실물자산
200억 원
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

100억 원

100억 원

유보율 150%

유보율 200%

자료: 임경묵(2008)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보율은 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

나눈 것으로, 납입자본금은 증자 또는 감자가 이루어

는 기업 활동이 지속된다면 사내유보금과 유보율은

지지 않는 한 일정하므로 유보율은 잉여금의 추이를

매년 축적되어 증가함.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따르게 됨

투자여력이 큰 건전한 기업경영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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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상장 비금융 기업의 유보금과 유보율의 연도별 추이>        
유보율

(단위: 퍼센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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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SVALUE DB 이용하여 계산

□사내유보금의 실제

○유보금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2013년 유가증권상장 비
금융업 기준으로 총 유보금 665조 중에서 자본잉여금

- 2002년 이후 사내유보금의 증가의 대부분은 이익잉

은 118조이고 이익잉여금은 547조로 이익잉여금의 비

여금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의

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또한 자본잉여금 대 이익잉여

증가로 판단되어야 함

금 비율은 2002년 1:0.7에서 2012년 1:4.64이므로 과거

○우리나라 유가증권상장 비금융 기업의 유보율 평균은

에 비해 높은 유보율은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 의한 이
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2002년 595%에서 2013년 1519%로, 전체 유보금은 같
은 기간 178조에서 665조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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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상장 비금융 기업의 연도별 유보금 구조 추이>                                                
자본잉여금

(단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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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ISVALUE DB 이용하여 계산

-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유보율만이 증가한 것만이 아

○7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비교

니라, 투자증가율도 계속 상승하여 왔고 유보율이 높

에 있어서 대기업은 5위였으나 중기업은 3위, 소기업

은 기업일수록 매출 대비 투자수준이 높음

은 2위를 차지하였음6)

○투자증가율은 2001년 -26.2%에서 2010년 15.6%로 증

- “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절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

가하였고, 30대 기업집단은 25.9%, 5대 기업집단은

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발전방향과 산업

46.5%를 보임4)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경영의 자의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낮은

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업들보다 높은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으로 대규모 투
자를 하고 있음5)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은 기업규모에
비대칭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유

4) 이병기, 『대기업의 현금보유 및 투자 변화 추이와 시사점』, KERI
Brief, 2011.

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이한득, 『국내 상장기업 현금흐름 분석』, LGERI 리포트, 2011.
6) 황인태, 강선민,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
인가』, KERI 대외세미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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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이론적 문제점과 실효성 분석 결과8)
○기업 배당정책에 조세를 통한 일괄적인 정부개입과 이
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사업상 필요한 유보임에도 한

□우리나라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의 도입과 폐지7)

도를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지만 한도 내에서의 부적
절한 유보는 과세대상이 아닌 과세의 불공평성, 법인

- 1991년 도입되어 1993년, 1994년, 1998년의 개정을

과 주주에 대해 각각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실증적으로

거쳐 2001년 폐지된 것으로 자기자본총액 100억 이

도 증명됨

상의 비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

○입법취지인 배당촉진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을 대상으로 초과유보소득에 15%의 추가 법인세
를 부과

-폐
 지 이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
표하에 전술한 문제점들과 배당 유도에 대한 실효

- 도입 목적: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주배당소득
에 대한 과세 형평성

성 없음을 들어 2001년 말 폐지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

○2001년 8월 당정(민주당-김대중정부)의 경제상황점검

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

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조항

아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과세 불

이라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9)

공평을 해결하려 도입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IMF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음10)

○기존의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차등세율적용제도인
지상배당과세제도와 유보이익증가분 과세제도를 대체

-대
 상: 비상장법인으로 1)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
한 법인 혹은 2)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적
 정유보소득의 계산: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 사업
연도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공제액: 법인세액, 법인세감면액, 농어촌특별세액, 주
민세,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7) 구 법인세법 제55조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액: 사업연도소득과 적정유보소

8) 양대석, 이병철,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한
국국제회계학회 2001.11.

득의 차에 세율(15%)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에 추가
징수

9) 매일경제, “대기업 규제 10개 항목 폐지”, 2001년 8월 27일자
참조.
10) 국회속기록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 자본의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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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개정 요약>11)
개정안

대상법인

유보소득

공제대상

세율

1991년

비상장법인
- 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 100억 초과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 40%

- 법인세액, 주민세액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25%

1994년
1월

비상장법인
- 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 100억 초과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 50%
또는
주식발행자본금 내지 출자액의
10% 중 큰 금액

- 법인세액, 주민세액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15%

1994년
7월

비상장법인
- 자본금 50억 또는
자기자본 100억 초과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법
 인세액, 법인세감면액,
농어촌특별세액, 주민세액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15%

1996년

비상장법인
- 자기자본 100억 초과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법
 인세액, 법인세감면액,
농어촌특별세액, 주민세액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기업발전적립금

15%

1998년

비주권상장법인
- 자기자본 100억 초과
-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수입배당금액 제외한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중 큰 금액

-법
 인세액, 법인세감면액,
농어촌특별세액, 주민세액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기업발전적립금

15%

□외국의 입법사례12)

- 기업의 유보금 정책에 대한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
거나 과세대상 역시 배당을 회피할 인센티브가 있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

는 기업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정적이고, 더욱이 주주의 배당소득을 부당하게 이
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한 과세임

11) 개정안의 변경사항을 밑줄로 표시
12)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일본 法人稅法,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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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특정동족회사에 대한 특별세율(特定同族會社の

- 도입 국가들 역시 심각한 경기불황과 투자활동 위

特別稅率)15)

축을 겪고 있고 기업들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을 개발 중이거

-도
 입 목적: 비동족회사와 동족회사의 주주배당소득

나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13)

에 대한 과세 형평성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14)

-대
 상: 사내유보로 조세회피가 가능한 동족회사16)에
제한하여 적용

-도
 입 목적: 주주의 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

-금
 액: 유보금액 - 유보공제액(기초공제액을 의미하

당하지 않고 유보할 경우의 징벌적 과세

며 네가지 기준 - 소득, 정액, 적립금, 자기자본 중 가

-대
 상: 비공개법인과 공개법인 모두 과세대상이나

장 큰 금액)

사내유보를 통해 조세경감이 가능한 비공개법인에

-세
 율: 차등적용(3천만 엔 이하: 10%, 3천만 엔~1억

게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엔: 15%, 1억 엔 초과: 20%)

○제외법인: 네가지 특수한 법인(개인지주회사, 외국개인

- 우리나라의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세와 유사한

지주회사, 면세법인(IRC §501~§504), 소극적해외투자

형태로 법인세에 부가적으로 초과유보금액에 세율

법인(IRC §1297))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을 적용하여 징수
- 금액: 조정소득 - 배당공제 - 유보이익공제
○이에 따라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세무사연합회가 2005

- 세율: 15%

년 세법개정건의서에서 이론적 근거의 빈약함과 과세

- 기업의 사내유보금정책의 자의성을 인정하여 조세회

제도의 폐해로 인해 폐지를 건의함

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reasonable
business needs)’에 대해 입증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금
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13) Wall Street Journal, “Companies Holding Lots More Cash”,
2013년 9월 28일자 참조. Wall Street Journal, “Japan Tells
Firms: Stop Sitting on Cash”, 2013년 7월 19일자 참조.

○오직 탈세를 위한 사내유보금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어

14) 미국 Internal Revenue Code(IRC) §531~§535.

야 한다는 판결(Donruss case)과 조문(IRC §533)

15) 일본 法人稅法 제67조.

○최종판단은 미 국세청(IRS)이 아닌 법원이 내리므로 정

16) 동족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를 지칭하는 것
으로 우리나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다.
일본 法人稅法 제2조 제10항의 정의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 등
(회사가 자기주식 또는 출자한 경우의 회사를 제외) 3인 이하
및 이들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 및 법
인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를 한 경우 기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그 회사를 말한다.” (법제처, 세계법
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부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많은 경우 기업이
승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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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이론적 한계와 시행 결과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의 재도입 논의와 그 문제점

문제점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를 이론적 근거나 실
-재
 도입 목적: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보금에 대한 과

증적인 분석 없이 무관한 취지로 재도입을 주장하

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회피를 막고 기업들의 투자

는 것은 무리가 있음

와 고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
○다른 나라에 도입된 법안과도 과세목표와 대상에 있어
○배당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에도 재도입하려는 것은 배

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 입법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

당소득 이연 방지 보다는 후자인 투자에 초점을 맞춘
-사
 내유보금의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린다 해도 국내

과세임

투자와 소비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의 부당한 유보를

높음

통한 과세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
○과거 적정유보초과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외국기업들은

으로 투자증대와 고용확대 목적의 조세제도가 아님

투자의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에 자국의 모회

○또한 일부17)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만

사에 전액 배당할 것을 암시하였음18)

을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유보금

○주요 상장사는 외국인, 기관, 대주주의 투자비중이 높

의 크기로만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주 목적인

기 때문에 일반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

배당이연 방지에도 맞지 않음

할 것임

- 법인세율의 증가로 볼 수 있어 기업 환경의 악화로
□그러므로 사내유보금 과세와 같은 배당을 증진시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는 정책적 노력은 경제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높일 수 있음

될 수 없음

- 사내유보금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를 증가
시킨다 해도 토지의 구입과 같은 비생산적 투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기업 투자 전
략의 수립과 시행을 저해

17) 추미애의원실,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정책
토론자료집, 2012.9.27.
18) 한국경제, “국세청, 폐지예정 적정유보 초과소득 적용 과세 논
란”, 2002년 4월 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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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제도의 국가 비교>
미국
과세 목적

한국
(구 법인세법 기준)

일본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성

한국
(이인영의원 발의안19))
과세의 형평성과 투자

동족회사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100억 이상인
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비상장, 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300억 이상인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법인

조정소득-배당공제-유
보이익공제

유보금액 - 유보공제액
(기초공제액으로 네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구 법인세법과 동일

세율

15%

3천만 엔 이하: 10%
3천만 엔~1억 엔: 15%
1억 엔 초과: 20%

15%

15%

특징

- 자의성을 인정
- 탈세목적만을 징벌적
과세
- 법원이 최종판단

- 동족회사에만 적용
- 변협과 세무사협의
폐지 제안(2005)

- 폐지(2001)
- 배당실효성이 없음
-대
 규모기업집단 불공
평조세

- 목표에 투자를 추가
-상
 장기업,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도 포함
-자
 의성을 침해한 일
률적 징수

대상법인

비공개, 공개법인
(실질적으로는 비공개법
인만을 대상)

과세대상
금액

4. 현금성자산 증가의 이유와 국제 비교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다른 자산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거래상 지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

불수단으로 현금을 보유

- 현금성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일반적으
로 현금과 현금등가물, 단기투자증권, 단기금융상
품의 합을 의미함. 현재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보수

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3.11.20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을
기준. 추미애의원안(2012.9.27., 정책토론자료집)은 과세목표
(투자의 광의적 개념인 사회적책임), 과세대상(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소속법인), 세율(22%), 산금항목신설(사회적책임준비금)
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논의진행을 가짐

적 경영으로 현금성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
고 있음
-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20) Keynes, J.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36, Bates, T., K. Kahle, and R. Stulz.
『Why do U.S. Firms Hold So Much More Cash than They
Used to?』, Journal of Finance, 2009.

세금 동기, 대리인 동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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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미래의 충격이나 불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국제적인 경향

확실성을 대비하여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대

-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신 현금으로 보유

아닌 국제적인 경향으로 기존 연구22)에 나타났듯이

○세금 동기(tax motive):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의 수익

미국은 1980년 10.5%에서 2006년 23.2%로 두 배 이

을 본국의 본사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상 증가하였고, 아시아 국가들도 1996년 6.7%에서

위하여 해외법인은 소득을 본국에 이전하지 않고 현금

2006년 12.1%로 외환위기 전후 두 배 가까이 증가함

으로 보유

○대리인 동기(agent motive): 경영자들이 기업의 통제권

- 2013년 기준 상장기업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상장기

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재량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

업의 현금성자산의 총자산대비 비율은 미국, 일본,

도록 배당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

대만, 유럽연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금성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금융위기 이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로서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21) Lins, K., H. Servaes, and P. Tuffano, 『What drives corporate
liquidity? An international survey of cash holdings and lines
of credi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0.

이는 학계의 CFO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
제적으로 증명되었음21)

22) Bates, T., K. Kahle, and R. Stulz. 『Why do U.S. Firms Hold So
Much More Cash than They Used to?』, Journal of Finance,
2009, Lee, Y. and Song, 『Financial Crisis and Corporate
Cash Holdings: Evidence from East Asian firm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forthcoming.

<비금융업 상장사의 총자산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국제 비교>
평균
중위수

2013년 상장사기준 2012년 재무제표
0.30
0.25

0.237

0.214

0.223

0.222

0.20
0.148

0.15

0.093

0.10
0.05
0.00

미국

일본

타이완

자료: Bureau van Dijk OSIRIS DB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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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24)의 마련이 우선되어
야 할 것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주주 간 과세 형평성 목
적의 제도이므로 기업의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
한 재도입 주장은 부적절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수익 창출을 전제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과세로 강제적으로 부여

- 과세 도입 논의에 있어서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정

해 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

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내유보금이 줄면

회에 악영향

투자가 늘 것이라는 오류성 전제하에 재도입을 주
장하는 것은 무리

-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투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
해 새로운 투자기회와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 현재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높은

것은 분명하나 기업의 생존 조건인 수익창출 활동

현금보유고와 투자 위축의 현상을 보임

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

□재도입안은 기존의 폐지된 舊제도와 마찬가지로 세
원확보의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재무구조와 투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의 증
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임
을 인식할 필요
□국제적으로는 현금성자산 보유에 대해 기업의 보
수적 경영이라는 비난에 앞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
성, 특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23)
23) CNN Money, “Corporate cash piles are growing - blame
Washington”, 2013년 10월 14일자 참조 Juan M. Sanchez and
Emircan Yurdagil, 『Why are U.S. Firms Holding So Much
Cash? An Exploration of Cross-Sectional Vari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July/August 2013.

- 실효성이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도입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

24) 미국의 일자리 창출 법안의 일부인 고국재투자법(Homeland
Investment Act, 2004)은 현금성자산보유의 세금 동기와 관련
된 것으로 국외이익을 국내로 이전할 때에 일시적으로 세금 감
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시행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