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13 －09

2013. 10.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송원근 유진성 황상현 허원제 김영신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거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
정연구실장 및 연구조정실장 역임 후 현재 공공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무역, 통상, 정치경
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Oligopsony Distor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rade”(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6), “Intermediate Input, Oligopsony, and Patterns of Trade”(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03), 새
경제학원론 (공저, 2012),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공저, 2011),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2010) 등이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
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재정 복지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The
Earnings Gap among Foreign-Bor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en in the U.S. Labor Market”(2008), “The
Earnings of Native Hawaiians in Hawaii”(Co Author Professor Elaina Rose, 2009), “Demographic Profiles of Asians and
Native Hawaiians in the U.S”(2009),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 분석 모형 (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공저, 2013) 등이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산업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응용
이론, 재정학, 환경경제학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논의 및 영향분석 연구 (공저,
2012),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2011), “Economic Growth and
Renewable Resource: Specialization of Clean Activities”(자원 환경경제연구, 2012),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
의실험(simulation)”(공저, 규제연구, 2012) 등이 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2년 수료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경제학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
그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 외교대학원(GSPIA),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서 Lecturer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 및 미시계량이다. 최근 연구문헌으로는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
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 (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저, 2012),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공저, 2013) 등이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으로는“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와 정부규제”(공저/한국제도 경제학회, 2013),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 (공저, 2013), 차기정부 정책
과제 4 - 공공개혁 | 기업 시장제도 (공저, 2012),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2012),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공저, 2012),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2011),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저, 2010), “Managing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Coauthor/Journal of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2008), 부유할수록 깨끗하다: 21세기 환경문제의 해법
(공역, 2003) 등이 있다.

CONTENTS

본

요약

문

Ⅰ. 서 론

15

목

Ⅱ.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1)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2)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부담
(4)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9
19
20
22
23

Ⅲ.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26
26
30
32

Ⅳ.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2) 평가
(3) 개선방안

34
34
42
43

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개편내용
(2) 개편내용에 대한 평가
(3) 총평

45
45
50
56

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개편내용
(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3)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평가

58
58
61
62

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 에 대한 평가
(1) 창조경제 유관 세법개정의 배경
(2) 총평
(3) 세부 관련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64
64
65
66

참고문헌

76

차

5

표
목
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1]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2] 복지공약 비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직접비용) - 조세부담율
3] 복지공약 비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간접비용 포함) - 국민의 부담률
4] 새정부의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
5] 경제성장률 1% 증가 시 추가 재원1)
6]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7]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8] 연구 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현황
9]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3)
10]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30의4①, 조특령 §27의4)
11]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2①)
12]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특법 §85의6①②, §132①②)
14] 노인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 인상
(조특법 §26①, §144③)
15]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16]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17]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 인원
18] 유형별 사업체규모별 일자리나누기 참여 비율
1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 2013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21]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안
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23] 벤처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비율(%) 비교

21
23
23
24
24
27
30
35
45
47
47
48
49
49
50
51
52
54
55
59
60
62
67

요 약
1.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복지비용 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
과세 감면 정비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 국민 조세부담 증가의 문제점과 복지정책 재검토 필요성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은 향후 4년간 약 11조 원 증가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 원으로 추정되어 세
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로는 복지재원 조달 불가능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재원 조달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만 높이
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직접비용만 고려)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47.8만 원 증가 예상
세법개정안에 따른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5.7만 원 증가에 그침.
세출절감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
며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함.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증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복지정책을 전
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없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
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 더욱 집중시킴.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및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요 약

5

소득세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의 증대로 이미 상당히 높은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
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면세점을 인하하
고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해야 함.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검토 필요

▶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2013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나 비과세 감면의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킴.
현행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대부분의 법인세 부담은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아 낮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중 대기업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 감면율1)도
대기업이 18.32%로 중소기업 25.63%보다 낮음.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
화를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국내 투자 감소, 해외 자본 유출을 가져와 국내 고용 및 생산
의 감소로 세입기반 축소, 세수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안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
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공제 감면율 = 공제 감면세액/(부담세액 + 공제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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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
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세제의 복
잡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의 폐지를 모색할 필요
‘투자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 → 재정건전성 제고와
복지재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 증세에서 벗어나야 함.

▶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효율적인 조세체계 → 성장잠재력 제고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라는 조세체
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정상화하여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 박근혜정부는 올해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134조 원의 재원
을 세입확충(50.7조 원)과 세출절감(84.1조 원)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
▶ 하지만 실제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애초 새누리당에서 예상한 복지비용보
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확충도 여의치 않아 모든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증세는 불가피할 것
조경엽 유진성(2013)에서 추정한 새정부에서의 복지정책 비용은 5년간 직접비용만
104조 원(간접비용 포함시 157조 원)으로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 비용
74조 원보다 많아 새누리당의 예상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새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직접비용만 고려)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2017
년 조세부담률은 21.88%으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2017년 조세부담률 21%
보다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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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국세+관세)는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하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적인 세수도 2017년까지 1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경제성장률이 1% 추가로 증가할 경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율을 유지하더
라도 향후 5년간 약 75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현재 대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 1% 추가 상승은 달성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

▶ 결국 증세를 하거나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증세는 지양하고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조세저항이 심해 증세를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유발하여 이는 다시 조세수입을 감
소시키고 추가 증세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음.
요컨대 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급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조경엽 유진성(2013)은 1,000억 원 단위당 주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
해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규모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3.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주요 내용
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명분 아래 직접적으로 소
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
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음.
인적공제 중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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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항목에 따라 공제율을 15%와
12%로 나누어 이원화
당초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계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 총급여 5,500만 원 이
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되었음.

▶ 평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 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
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로 나타내는
데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음(성명재, 2011.05).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중산층에게 전가되어 서
민 중산층의 생활은 악화될 수 있음.

▶ 개선방안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
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함.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 등을 통해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
화함.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근로자와 자영자 간 공제상 차별을 해소하
고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세 정상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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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 주요 내용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하에
직접적으로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과세 감
면의 축소 또는 확대 및 합리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
법 §25의3)에서 세액공제율이 10%→3%(대기업), 4%(중견기업), 5%(중소기업)로
상당히 낮아지고 차등화됨.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
례(조특법 §104의15)에서 적용기한이 종료됨.

▶ 평가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하에서 명목세율은 낮을지라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
히 높은 수준
법인세 부담세액과 감면세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지만 법인세 부담 대비 감
면 비율은 중소기업이 높음.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와 함께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경
제성장 둔화를 초래
법인세 부담 증가는 중 장기적 측면에서 국내 투자 감소 및 해외 자본 유출과 이에
따른 고용 감소 → 생산 감소 → 세입기반 축소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

▶ 개선방안
투자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
기업을 포괄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법인세 최고세율
을 경쟁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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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세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에 대한 평가
▶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를 위해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용형 시간제근로
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사회보험료 세액공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
근본적으로 고용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의 유연화 제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2014년도부터 1%씩 인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지 않아 향후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의 경우 임금보조형식으로 일시적인 고용효과는 유도할 수 있
지만 투자 부진과 생산둔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임금
단순근로자를 양산시킬 가능성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는 이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든가 현실적으로 이
것이 어렵다면 기본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지원 강화는 탈중소기업의 유인을 저해하고 오히려 중소기
업의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
특히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악화
시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더 많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지원은 실제로 시행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
여 고용창출을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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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일하는 복지, 일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
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등 큰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
려운 것으로 평가
취약계층의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단발성 세제지원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대
하기는 어려우며 시간제 단순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
취약계층의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스스로 직업능력과 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6.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대한 평가
▶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로 이원
화하여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중 장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이 강화됨.
자녀수를 고려한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3인까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가구의 출산 유인이 강화됨.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불
투명함.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추세가 2012년 반전되어 크
게 증가함.
2012년부터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53% 증가함.
최근 경기불황 및 지속적인 저성장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가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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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가구의 근로장려
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유인 및 가능성이 높아지므
로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함.
소득 또는 재산 등의 고의 누락,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허위작성 등 부정신청사례가
크게 증가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로 확
대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높임.
근로장려금 부정신청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강화
등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7.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 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 노력이 올바
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음.
▶ 여전히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의 강화를 위해 보다 많
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벤처기업들의 자구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
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세제지원을 통한 엔젤투자의 지나친 확대는 시장을 왜
곡시킬 우려가 크므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중 벤처기업의 경험과 투자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전문엔젤투자자를 선별하고, 이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M&A 세제지원] 개정안에서 제시된 ‘정당한 사유’ 요건이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충족되는 요건인 만큼, 세제혜택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M&A 증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지원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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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 이내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장래의 유망한 혁신기술의 평가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및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자본이득세의 감소가 창업초기 단계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가(Da
Rinet et al.(2006))시키듯이,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및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벤처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벤처투자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에 대
한 소득공제 제도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코넥스 세제지원] 코넥스 장내거래 특성상 신주발행주식 취득보다는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현행 벤처투자자의 비과
세대상 투자주식은 신주취득에 의한 매각으로 한정되고 있어, 코넥스에서 거래되
는 주식을 매입한 후 재매각할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일몰 후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진화하지 못한 벤처 중소기업들은 자연스럽
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두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비과세 세제를 기간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로 추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세제의 원활한 정착과 벤처기업 자생력 제고 유도를 강화할 필요
▶ [스톡옵션 세제지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상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급락 등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당이 줄어드
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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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복지비용 재원 마련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비
과세 감면 정비와 그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음.
▶ 국민 조세부담 증가의 문제점과 복지정책 재검토 필요성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민의 조세부담은 향후 4년간 약 11조 원 증가
조세부담 증가는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에 기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5년간 최소 104조 원으로 추정되어 세
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로는 복지재원 조달 불가능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재원 조달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만 높이
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직접비용만 고려)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47.8만 원 증가 예상
간접비용을 포함한 복지정책 소요비용을 1인당 국민부담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2~81만 원의 추가 부담액 발생
세법개정안에 따른 4년간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평균 5.7만 원 증가에 그침.
세출절감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필요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
며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수준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함.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증세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복지정책을 전
면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2013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 없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
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 더욱 집중시킴.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및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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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는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비과세 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세입기반이 좁
고 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소득세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함.2)
소득세 면세점 인하 효과도 없으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미미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의 증대로 이미 상당히 높은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소득계층
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 필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근로자에게만 허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
이외에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면세점을 인하하고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
을 회복해야 함.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검토 필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잠식이 크지 않아 세입기반 확충 효과가 높으므로 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세수중립적 세제개편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2013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조정하지 않았으나 비과세 감면의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상당히 낮아지
고 차등화됨.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됨.
2)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태(성명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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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특히 대부분의 법인세 부담은
대기업에 귀착되고 있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아 낮은 명목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중 대기업이 82%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 감면율3)도
대기업이 18.32%로 중소기업 25.63%보다 낮음.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성장 둔
화를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Lee & Gordon(2005), Djankov et al.(2008)에 의하면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성장률
을 증가시킴.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국내 투자 감소, 해외 자본 유출을 가져와 국내 고용 및 생산
의 감소로 세입기반 축소, 세수 감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세입기반 확충과 성장 촉진을 위한 법인세제 개선 방안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국 수
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나 홍콩
(16.5%), 대만(17%), 싱가포르(17%) 등의 주요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세는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
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세제의 복
잡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의 폐지를 모색할 필요
‘투자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 → 재정건전성 제고와
복지재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 증세에서 벗어나야 함.

▶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효율적인 조세체계 → 성장잠재력 제고 → 세입기반 확대 → 세수증가’라는 조세체
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3) 공제 감면율 = 공제 감면세액/(부담세액 + 공제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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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조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정상화하여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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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1)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계획
▶ 박근혜정부에서는 작년 대선에서 발표한 재원조달계획과 올해 발표한 공약가계부
를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134조 원이 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작년에 발표한 대선공약 및 재원조달계획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세출절감(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 복지행정개혁)과 세입확충(세제개편 및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
충+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을 통해 마련할 것을 공표
세출절감으로 81.5조 원, 세입증가로 53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
올해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
원조달방안을 재정비하여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방향과 크게 변화한 것은 없음.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조달액을 50.7조 원으로 조금 낮추고 세출절감을 통한 재원조
달액수를 84.1조 원으로 늘리는 정도의 변화를 수반
세입확충 가운데 국세 확충분은 48조 원으로 직접적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전체 재원대책(134.8조 원)의 36%
를 조달한다는 방안
명시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았을 뿐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실제적으로 증세와 다름
없음.

▶ 올 상반기 국세수입도 예상치를 밑돌고 세출절감 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은 깊어갈 것
8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에 따르면 1~6월 세수 실적은 92조 1,877억 원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101조 5,938억 원)보다 9.3%(9조 4,061억 원) 감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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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세를 합하면 상반기 세수(96조 7,416억 원)는 1년 전(106조 8,995억 원)보
다 10조 1,579억 원이 감소
한번 증액된 예산은 축소하기가 어려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예산절감과 세출구
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향후에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현 상황에서는 해당 정책을 포기하든가 세율을 인상해
야 하는 상황에 직면

(2)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 조경엽 유진성(2013)5)은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으

로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을 추계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복지관련
교육항목은 따로 추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복지정책의 비용 가운데 국가(일반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직접비용으로, 민
간 기업이나 공기업, 기타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같이 정부가 부담하지는 않
지만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 분류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총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 원에 달하지만 대선 복
지 공약과 관련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사료됨.

4)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77545.
5) 조경엽 유진성(201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 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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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시 발표자료의 편안한 삶 28조 원, 일자리 관련 복지 2조 원, 교육관련 복지
14조 원, 여성 가족 보육 23조 원, 농어촌 4조 원, 주택 3,720억 원, 장애인 9,000
억 원 등을 포함6)
발표자료의 총선관련 복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93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남.
[표 1]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2013

2014

2015

2016

127,917

180,448

229,683

247,134

253,540

207,744

[간접비용 포함]

210,906

279,190

338,796

364,001

375,768

313,732

1.사회복지분야합계

125,966

177,136

224,654

240,447

245,832

202,807

[간접비용 포함]

202,504

261,997

311,730

326,150

332,010

286,878

1-1.기초생활보장

2,893

5,846

14,732

14,929

15,100

10,700

[간접비용 포함]

2,964

5,917

14,803

15,001

15,172

10,771

1-2.취약계층지원

13,411

13,454

14,462

15,217

10,849

13,479

14,078

14,223

15,927

17,126

13,232

14,917

-

24,556

49,737

50,170

50,523

34,997

1-4.보육 가정 여성

23,748

38,119

44,108

50,320

52,527

41,765

[간접비용 포함]

26,367

42,849

48,838

55,050

57,257

46,072

1-5.노인 청소년

1,836

4,325

6,479

9,598

11,553

6,758

1-6.노동

1,492

2,879

3,145

3,414

3,676

2,921

[간접비용 포함]

2,169

5,589

7,209

7,478

7,740

6,037

1-7.주택

54,412

50,262

49,332

49,332

49,332

50,534

[간접비용 포함]

113,172

109,022

108,092

108,092

108,092

109,294

1-8.교육

18,935

29,398

33,334

37,470

41,606

32,149

[간접비용 포함]

22,696

43,321

47,257

51,393

55,529

44,039

9,241

8,297

9,326

9,996

10,666

9,505

19,223

12,195

13,388

12,241

12,911

13,992

1,951

3,312

5,029

6,687

7,708

4,937

8,402

17,194

27,066

37,851

43,758

26,854

2-1.보건의료

661

535

622

455

498

554

2-2.건강보험

1,290

2,776

4,407

6,233

7,210

4,383

[간접비용 포함]

7,741

16,658

26,445

37,396

43,260

26,300

총합계(1+2)

[간접비용 포함]
1-3.공적연금

1-9.사회복지일반
[간접비용 포함]
2.보건분야
[간접비용 포함]

2017

연평균

6) 언론에서 흔히 복지공약 비용으로 언급되는 135조 원은 새누리당 전체 대선공약의 소요비용이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의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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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추정치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 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
다 직접비용 고려 시 약 30조 원, 간접비용 고려 시 약 8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총선관련 복지까지 포함한 93조 7,000억 원과 비교하면 10조~6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당시 정책내용과의 상이성, 추계방법 및 자료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소요비용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약의 이행비용보
다 더 클 것으로 전망

(3)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에 따른 조세부담
▶ 새정부의 복지공약이행에 필요한 추가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추가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새정부의 복지정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013~2017년에 매년 조세부담률
을 0.95~1.68%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며, 1인당 조세부담액도 25.5만~54.7만
원 추가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직접비용만 고려한 경우)
2017년 추가적 조세부담률은 1.68% 포인트(기존 조세부담률의 8.3%)로서 2012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0.2%를 고려하면 복지정책 비용으로 인한 2017년 조세부담
률은 21.88%로 증가할 전망(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 → 이는 2013년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2017년 조세부담률 21%를 초과하는 수치
1인당 조세부담액은 정의상 전체 인구수로 나눈 수치이므로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실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훨씬 많을 것이며 조세저항이 심한 우리나라
의 경우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임.
1인당 조세부담액을 4인 가구 기준 1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7
년 1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조세액은 219만 원에 달함.
한편 국민이 실제로 직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간접비용
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소요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가정하면, 복지정책의 비
용으로 인해 국민이 실제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율7)(GDP 대비 비
율)은 2013~2017년 동안 1.57~2.49%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

7) 보통 국민부담률이라 함은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건강보험) 산재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국
민의 부담률이라 함은 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민이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GDP 대비 비중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민부담률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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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연간 42만~81만 원(4인
가구 기준 1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168만 원에서 32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표 2] 복지공약 비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직접비용) - 조세부담율8)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조세부담률(%)

0.95

1.30

1.61

1.68

1.68

1.44

1인당 조세부담액(원)

254,716

366,629

476,134

522,701

547,074

433,451

[표 3] 복지공약 비용으로 인한 추가 부담(간접비용 포함) - 국민의 부담률9)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국민의 부담률(%)

1.57

2.02

2.38

2.48

2.49

2.19

국민 한사람 부담액(원)

419,967

567,252

702,325

769,881

810,810

654,047

(4)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 실제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애초의 새누리당에서 예상한 복지비용보다 증
대될 가능성이 높음.
조경엽 유진성(2013)에서 추정한 새정부에서의 복지정책 비용은 새누리당에서 추계
한 당시의 복지정책과의 상이성, 추계방법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추계비용보다 10조~30조 원(직접비용만 고려 시) 많음.
자료 이용의 제약 등으로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복지정책
비용은 새누리당의 예상비용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새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비용(직접비용만 고려)이 조세로 전가될 경우
2013~2017년에 조세부담률은 매년 0.95~1.68%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1
인당 조세부담액도 25.5만~54.7만 원(4인 가구 기준 1가구당 102만~219만 원)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2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0.2%를 고려하면 복지정책 비용으로 인해 2017년 조
세부담률은 21.88%로 증가할 전망(채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가정) → 이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2017년 조세부담률 21%보다 높은 수치
8) 물가 상승률 및 복지비용 상승률을 고려, 장기인구 추계치와 경상 GDP 전망치를 사용(연평균 3.0% 성장
률을 가정).
9) 물가 상승률 및 복지비용 상승률을 고려, 장기인구 추계치와 경상 GDP 전망치를 사용(연평균 3.0% 성장
률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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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도 이미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상반기 세수(국세+관세)는 작년보다 약 10
조 원 감소) 세제개편안을 통한 추가적인 세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복지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5월 31일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 원의 재원조달 가운데
세입 확충을 통해 50.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증대는 약 11조 원으로 예상되어 50.7조 원의 21.7%에 불과하며 비과세 감면정비를
통한 총 18조 원 확보와 비교하더라도 61% 수준에 불과
[표 4] 새정부의 연도별 세입확충 계획
(단위: 조 원)
구 분

합계

‘13

‘14

‘15

‘16

‘17

50.7

2.9

7.9

11.8

13.7

14.4

48.0

2.9

7.6

11.1

12.9

13.6

비과세 감면 정비

18.0

0.1

1.8

4.8

5.7

5.7

지하경제양성화

27.2

2.7

5.5

6.0

6.3

6.7

금융소득 과세강화

2.9

-

0.3

0.4

0.9

1.2

2.7

-

0.3

0.7

0.8

0.9

◇합계
ㅇ국세

ㅇ 세외수입

자료: 기획재정부(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성장임.
경제성장률이 1% 추가로 증가할 경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율을 유지하더
라도 향후 5년간 약 75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표 5] 경제성장률 1% 증가 시 추가 재원1)
(단위: 조 원)
2012년 조세부담율 20.2%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의 추가재원2)

2012년 국가채무율 34.8%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의 추가재원3)

총 추가재원

2013년

2.6

4.5

7.2

2014년

5.6

5.1

10.7

2015년

8.9

5.7

14.6

2016년

12.6

6.3

18.9

2017년

16.6

7.0

23.6

합계

46.3

28.6

74.9

주: 1) 향후 5년 동안 실질성장률이 3%에서 4%로 1% 증가한다고 가정
2) 동일 조세부담률 가정 시 GDP 증가로 늘어나는 추가세수
3) 동일 국가채무율 유지 시 GDP 증가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로 늘어나는 추가재원

24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현재 대내외 여건상 경제성장률 1% 추가 상승은 달성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성
장률의 둔화는 향후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것임.

▶ 결국 현시점에서 복지정책과 재원조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
해서 재원을 마련하든가 복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시행해야
하는데 경제성장의 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법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저항이 심해 증세를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증세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추가적인 복지수요를 유발하여 이는 다시 조세수
입을 감소시키고 추가 증세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음.
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급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조경엽 유진성(2013)은 1,000억 원 단위당 주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기초생활보장이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기초연금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함. 반면 반값등록금, 고
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전망이며 주택건설을 제외하면 복지정책은 모
두 고용과 GDP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그 가운데에서도 노
인장기요양보험, 4대 중증질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고용감소효과와
GDP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큰 반
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규모와 속도조절
이 요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그런 맥락에서 추가적인 경
제성장률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증세는 지양하고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향후 세제개편안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장친화적인 세제개편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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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 지난해 총 대선을 치른 후 2012년 세법개정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재원 마련,
소득재분배 제고라는 배경하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세부
담을 높였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를
신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이하분에 대해 35%로 현
행과 같이 유지하는 반면,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45%로 인상

▶ 이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계획 및 국정과제
로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구간 조정 및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부담을 높
이면서 전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최고세율 구간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변경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 원, 최저한세율 45%로 강화함으로써 고
소득 개인사업자의 공제한도 추가 축소
소득세 면세점을 낮춰 소득세 면제 비율을 낮춤.

▶ 올해 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라는 명분 아래 직접적
으로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간접적으로 소득공제를 세
액공제로 전환하여 고소득층에 소득세 부담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경비적인 측면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공제는 현행 소득공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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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소득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인적공제 중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고, 기타 인적공제는 현행
유지하나 20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
또한 특별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항목에 따라 공제율을 15%
와 12%로 나누어 이원화
[표 6]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구분
소득공제
유지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①)
총급여의 5~80% 공제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총급여

공제율

500만 원 이하

80%

500만 원 이하

70%

500~1,500만 원 이하

50%

500~1,500만 원 이하

40%

1,500~3,000만 원 이하

15%

1,500~4,500만 원 이하

15%

3,000~4,500만 원 이하

10%

4,500만~1억 원 이하

5%

4,500만 원 초과

5%

1억 원 초과

2%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 기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공제
국민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등 보험료 전액공제
자녀관련
□ 자녀관련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인적공제제도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 원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전환
출생 입양공제: 출생 입양 당해연도
자녀 2명 초과: 30만 원 + 2명 초과
(소득세법 §51①,
1명당 200만 원
1명당 20만 원
§51의2① →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59의2 신설)
- 자녀 2명: 100만 원
소득분부터 적용
- 자녀 2명 초과: 100만 원 + 2명
* 자녀장려세제(CTC)와 연계하여
초과 1명당 200만 원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기타 인적공제의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기타 인적공제
□ 현행유지,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장애인: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경로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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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부녀자공제(소득세법 §51①)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신 설>
- 공제금액: 50만 원

개정안
다만,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 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2,500만 원 수준)
－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 EITC와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한부모공제: 한부모 100만 원
특별공제제도 등의 □ 특별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세액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공제율
전환(소득세법
금액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52①,②,③,⑥, →
- 한도: 700만 원,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득세법 §59의4
본인 장애인 경로자는 없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설,
교육비 소득공제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 한도: 대학생 900만 원,
- 특별공제 종합한도: 주택자금 공제,
§86의3①)
초 중 고등학생 300만 원, 본인은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등 일부
없음
소득공제가 존치되므로 현행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2,500만 원)유지
- 한도: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30%(종교 10%)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 원, 사업자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7만 원
- 한도: 100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표준소득공제: 근로자 100만 원,
(다만, ‘13년 말까지 공제받지
사업자 60만 원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 연금저축 퇴직연금
한도: 400만 원
□ 14년 이후 전환 항목
창투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한도: 300만 원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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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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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구분

현행

개정안

* 공제한도: 소득금액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허용
또는 의료비 공제 허용
적용기한: ‘15.12.31.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연금저축의 연금외 □ 계좌 인출 시 원천징수세율
수령시 세율 인하
연금 수령 시
(소득법 §129①)
구분

□ 원천징수세율 변경
(좌 동)
세율

70세 미만

5%

80세 미만, 종신형 수령

4%

80세 이상, 퇴직소득 원천

3%

연금 외 수령 시
적립원천금
통상적인 경우
부득이한 경우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 인하
소득구분
기타

세율

적립원천금

20%

통상적인 경우

15%

부득이한 경우

소득구분
기타

세율
15%
12%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금 외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 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정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계층의 거센 반발로 인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및 7,0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
향조정하여 당초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였음.
정부는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 원부터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총급여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2~3만 원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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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59①)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 원 초과

27만 5,000원 + 50만 원
초과 금액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좌 동)

공제한도: 5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현행) → 66만 원 조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공제한도:
50만 원(현행) → 63만 원 조정

(2) 평가
▶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는 지하경제의 큰 규모와 비과세 감면의 급속한 증가로 인
해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것이 문제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 세무행정
상 과표양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도 상당히 큼.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31.8%로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25.6%로 상당히 높음(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
2010.07).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멕시코도 자영자 비중이 34.3%로 상당히 높으며 이와 비례하
여 지하경제 규모도 28.8%로 상당히 높음.
미국은 자영자 비중이 7.2%로 상당히 낮으며, 또한 지하경제 규모도 8.4%로 상당
히 낮음.
소득세 감면의 증가가 국세감면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최근 2001~2010년 기간 사이 국세부담은 연평균 6.6%, 국세감면은 연평균 9.1%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이 국세부담보다 연평균 2.5%p 더 빠르게 증가해 왔음.
같은 기간 사이 대형세 중 법인세 감면은 연평균 4.3%, 부가가치세 감면은 연평균
5.6%로 소폭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소득세 감면은 연평균 13.6%로 대폭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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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의 세입기반이 좁고 약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오히려
세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현행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한 것이 문제이나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임.
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소득세
는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큼.
2001년 이후 국세감면에서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
로 감소해 왔던 반면, 소득세 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해 왔음.
최근 2010년에는 국세감면 대비 소득세 감면의 비중은 50.9%로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 감면의 비중은 23.5%, 부가가치세 감면의 비중
은 15.3%로 소득세 감면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이런 이유는 근로자와 자영자간 형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자영자에 비해 근
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
소득세는 지나친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면세점이 매우 높고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
2009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40.25%, 종합소득세
의 경우 28.16%로 나타나고 있음.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1.95%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84.73%,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7.18%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50%를 부담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는 역U자로 나타내는데
현행 소득세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이미 상당히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낮아
지고 있는 상태에 있음(성명재, 2011.05).

▶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중산층에게 전가되어
서민 중산층의 생활은 악화될 수 있음.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고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내수를 위축시
켜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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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부터 감소하게
되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전가
강석훈(2006)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과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는 1분위 0.657, 2분
위 0.550, 3~8분위 0.5 수준, 9분위 0.462, 10분위 0.278로 추정되어 고소득층에 대
한 세부담 증대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3) 개선방안
▶ 향후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
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가 바람직함.
▶ 자영자의 소득세 탈세는 부가가치세 탈세에 기인하므로 자영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폐지와 근거과세 확립이 필요
실제 부가가치율에 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대체로 낮아서 간이과세자는 매입액
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경우
가 많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실제 부가가치율보다 높여 간이과세자가 스스로 매입액을 밝
히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유도하면서 종국에는 간이과
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장을 유도하거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의 과세자료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근
거과세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자영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로 근로자와
자영자 간 공제상 차별을 해소하고 면세점을 인하해 나가며 소득세의 세수확보
기능을 회복하는 소득세 정상화가 시급함.
우선 자영자의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근로자에게 허용되나 자영자에게는 배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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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자영자의 과표양성화에 따
라 폐지를 고려하고, 그 밖에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재검토하고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의해 세수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2012.10)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조세지출액 29조 6,021억 원 중 법
인세의 조세지출액은 9조 2,043억 원(31%),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액은 5조 465억
원(17%)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세의 조세지출액은 12조 9,851억 원(44%)이 상당
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세입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과세효율 제고를 위해 소득세율 인하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의 세수중립적 전환 등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그대로의 낮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어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잠식이 크지 않아서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음.
 부가가치세수

×

소비
C-효율성:  ×, 값이 작을수록 경감세율, 비효율적인


표준세율

 

세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의 잠식이 크다는 것을 뜻함.
OECD(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효율성은 68.9%로 OECD 평균 52.9%보다 높고,
영국(46.4%), 독일(50.5%), 프랑스(45.9%), 일본(65.3%) 등의 주요국들보다 높음.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보다 조세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진
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이며 미미한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김승래 김형준 이철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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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1) 주요 내용
▶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
에 대해 실질 세부담을 높여 나갈 것을 밝혔고 이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반영
되었음.
당초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 10%, 100억~1,000억 원에 대해 11%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1,000억 원 초과
에 대해서만 14%→15%로 인상
국회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00억~1,000억 원에 대해 11%→
12%, 1,000억 원 초과에 대해 14%→16%로 더욱 인상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국정과제로서 대기업보
다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또는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하
에 직접적으로 법인세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과
세 감면의 축소 또는 확대 및 합리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음.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등에서 서비스
업 관련 적용대상이 확대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에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노인 장애인 고용,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련 적용범위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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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3)에서 세액공제율이 10% → 3%(대기업), 4%(중견기업), 5%(중소기업)로 상당
히 낮아지고 차등화됨.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4)에서도 세액공제
율은 7% → 3%(대기업), 4%(중견기업), 5%(중소기업)로 낮아지고 차등화됨.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15)에서 적용기한이 종료됨.
[표 8] 연구 인력개발과 투자촉진 관련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현황
구분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9①)

현행

개정안

□ R&D 준비금* 손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
는 금액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과세이연: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
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13.12.31.
※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
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
되는 점을 감안

연구개발업에 대한 □ R&D비용 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허용
개발 전담부서
(조세특례제한법 <추 가>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10,
의 자체연구개발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비용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
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
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
동연구개발비 등
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세액공제율: 3~25%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비연구전담부서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를 R&D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비용 세액공제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대상에서 제외
- 연구 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0,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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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현행

개정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 위탁교육훈련비
인력개발비로 한정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직원 인력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
공제의 효율성 제고

유망 서비스업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대한 R&D 세제지원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에 대해 R&D 세제지원
§10, §11,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
조세특례제한법
액공제 등
시행규칙 §7)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
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
개 업종
<추 가>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인 기초연구진
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1①)

□ 연구 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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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좌 동)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
모별로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R&D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세출예산
지원 가능

구분

현행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2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 기기
- 신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3.12.31.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3①)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 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세액공제율: 10%

적용기한: ‘13.12.31.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25의4①)

개정안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은 저리융자 등 세출예
산지원 가능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
에 해당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
기 위한 시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에 따
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Ⅳ.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대에 대한 평가

37

구분

현행
세액공제율: 7%

적용기한: ‘13.12.31.

상용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시간제근로자에
계산
대한
상시근로자: 1명
고용창출투자세액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
공제 확대
자: 0.5명
(조세특례제한법 <추 가>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전시산업 등 유망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서비스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지식재산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등에 대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특별세액
도매 및 소매업 등
감면,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
고용창출투자세액
비스업 등
공제 허용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조세특례제한법
§7①,
<추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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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기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
등화하여 지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
적의무시설에 해당

(좌 동)
(좌 동)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
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
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130% 이
상일 것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구분

현행
<추 가>

개정안
연구개발지원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공계지원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지
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
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
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
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
업 등 지원

<추 가>

노인 장애인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
고용 시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고용창출투자세액공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 원
제금액 한도인상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조세특례제한법
1,500만 원
§26①, §144③)
기타 근로자: 1,000만 원
<추 가>

도서관 등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문화시설 투자 시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고용창출투자세액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공제
<추 가>
허용(조세특례제한
법 §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4)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 1,500만 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
인구 확대 유도
□ 대상시설 추가
(좌 동)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의 건물
*1. 도서관법 에 따른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문화시설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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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안

해외자원개발투자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 적용기한 종료
세액공제제도
위해 투자 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대상
§104의15①)
- 광업권 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
에 출자
적용기한: ‘13.12.31.
※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 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
고 있음을 감안
맞춤형 교육비용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합리화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의18①,②,④)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
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3.12.31.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16.12.31.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연구
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기업 규모별 맞춤
형 지원제도 마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 정비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 법인세 감면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
(3~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121의2③)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폐 지>
대해 조세 감면
<적용시기> ‘14.1.1. 이후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
기존 조세감면 결정분은 현행 유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
※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
득을 감면하는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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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안

조세조약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 감면배제 대상 추가
미체결국의
배제 대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인 내국법인이 10% 이상 지분을
감면 배제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 투자기업(내국법인) 또는 동 기 (좌 동)
§121의2⑪)
업의 내국인 내국법인 주주(10% 이상
지분)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 경우
<추 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
* 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
** 조세조약 체결 진행 단계, 우리나라
와의 투자관계 등을 감안 시행령에서
규정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조세감면신청서 등
<추 가>

국가 등의 보조금 □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투자한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세제지원 배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중소기
(조세특례제한법
업투자세액공제(§5)
§127①)
** 생산성향상시설(§24),
안전설비(§25),
에너지절약시설(§25의2),
환경보전시설(§25의3),
의약품품질관리시설(§25의4),
R&D설비(§11),
근로자복지증진시설(§94),
R&D시설 기부(§104의18)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허용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주주 명세서
<적용시기> ‘15.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다만,
외국법인의 실질주주 명세서
제출의무는 ‘14.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내국인 등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
도 악용 방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
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보조금에 상
당하는 금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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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안
* 국가 등의 이차보전금액 또는 저리융
자에 따른 이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자체비용으로 투자
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창업초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중소기업이
5년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
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조세특례제한
법 §144①)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
제 기간 연장: 5년 → 7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 지원

(2) 평가
▶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에서 명목세율은 낮을지라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당
히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 25.5%보다
낮음.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지방세 포함)은 2009년 기준 3.7%로 OECD 국가들(칠레
와 멕시코 제외)의 평균 2.8%보다 높고 OECD 32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아서 실제로
법인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 1.7%, 영국 2.8%, 독일 1.3%, 프랑스 1.5%, 일본
2.6%로 OECD 평균에 비해 동일하거나 낮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더욱 낮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세 부담세액과 감면세액은 대기업이 중소기
업보다 높지만 법인세 부담 대비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이 높음.
2011년 기준,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 37조 9,619억 원 중에서 대기업은 31조1 ,861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6조 7,758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법인세 공제 감면세액 9조 3,315억 원에서 대기업은 6조 9,964억 원으로 7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2조 3,351억 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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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업의 법인세 공제 감면율 19.73%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18.32%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은 25.63%로 높음.
공제 감면율 = 공제 감면세액/(부담세액 + 공제 감면세액)

▶ 법인세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와 함께 고용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
OECD(2008)에 의하면 명목 법인세율이 35%에서 30%로 5%p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
로 자본 대비 투자 비율은 약 1.9%p 증가
Lee & Gordon(2005)에 따르면 명목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가 약 1.1%p
증가되며, Djankov et al.(2008)에 의하면 실효 법인세율을 10%p 인하할 경우 GDP
실질 성장률이 약 1%p 증가

▶ 법인세 부담 증가는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
국내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증가하면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해외로 자본은
유출되어 국내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
국내 투자와 고용의 감소로 생산이 감소해 세입기반이 축소되어 세수가 감소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투자 고용 및 경제성장 촉진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세율체계 단순화,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법인세 최고세
율을 경쟁적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각 국가들은 자국 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자본의 자국 내 유치를 위해 법
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1985년에 평균 48.5%에 달
했으나 이후 41.3%(1990년)→36.7%(1995년)→32.6%(2000년)→28.2%(2005년)로 하
락하여 2010년에는 25.6% 수준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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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4.2%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
만, 체코(19%), 헝가리(19%), 아일랜드(12.5%), 폴란드(19%), 슬로바키아(19%)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 등의 주요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현행 3단계의 누진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
직함.
법인세에 누진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분배 기능이 없고, 법인세 부담의
전가와 귀착의 정도가 불분명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33개국 중 21개국이 법인세에 단일세율 체
계, 10개국이 2단계 누진세율 체계, 2개국이 3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조세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법인세율은 점차적으로 인하되었던 반면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증가해 실제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최저한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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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개편내용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함.
현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1
명으로,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개편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의 경우 0.75명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함.
[표 9]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3)
현행

개정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
ㅇ상시근로자: 1명
ㅇ(좌 동)
ㅇ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ㅇ(좌 동)
<추 가>

ㅇ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
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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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상용형 시간제 근
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도입
현재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고용 인원을 계산 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개편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
제 근로자의 경우 0.75명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됨.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지원요
건과 동일
사회보험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 칭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
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통칭

▶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
해 청년 근로자 및 그 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허용
15~29세(군필자 최대 35세) 청년 근로자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100%를 세액공제
청년외 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동 제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으나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장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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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30의4①, 조특령 §27의4)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ㅇ(좌 동)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청년 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50%
ㅇ고용인원계산
-상시근로자 : 1명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 0.5명
<추 가>
-(좌 동)
-(좌 동)

ㅇ적용기한: ‘13.12.31.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지원요건과 동일
ㅇ적용기한: ‘1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신설 적용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 원을
세액공제
2014년 1월 1일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부터 적용

[표 11]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2①)
현 행
<신 설>

개 정 안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ㅇ‘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
ㅇ적용기한: ‘14.12.31.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 ‘14.1.1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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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나누는 기업의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한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의
세제지원을 제공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조항을 삭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을 요건으로 추가
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임금감소분의 50%
를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지원
[표 12]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현행

개정안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①~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삭 제>
* 전년 대비 매출액 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좌 동)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손금산입 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 원
적용기한: ‘15.12.31.

(좌 동)

(좌 동)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
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함.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3년간은 100% 감면하고, 2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편
적용기한도 기존의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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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
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
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
미함.
[표 13]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①②, §132①②)
현행

개정안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감면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소득세 법인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13.12.31.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 장애
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를 인상
기타 근로자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이었던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창출투
자세액공제금액이 청년고용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인상
[표 14] 노인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 인상(조특법 §26①, §144③)
현행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 원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1,500만 원
기타 근로자: 1,000만 원
<추 가>

개정안

노인(만 60세 이상) 장애인 : 1,500만 원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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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 노인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
제지원의 대상을 확대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한하여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대상을 확대하
여 노인 및 장애인에게도 적용
지원내용이 현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개편될 예정
[표 15]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현 행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개 정 안
□ 적용대상 확대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13.12.31.

(좌 동)

지원내용: 100% → 50%
적용기한: ‘16.12.31.

자료: 기획재정부
주: 적용시기:‘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2) 개편내용에 대한 평가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 확대방안을 새롭게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고용
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의 유연화 제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 상용형 근로자에 대한 요건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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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완전 정규직으로의 전환 요구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도 있어 기업의 부담
이 될 수 있을 것임.
기업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나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
성은 의문시
양질의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엄격한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임.

▶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2014년부터 현재의
2~3%를 1~2%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 발표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원래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세계경제 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 인하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에 대한 조정이 논의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은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축소시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며 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표 16]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일반기업
구분

기본공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2%

3%

4%

고용 감소 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3%

3%

3%

합계

5%

6%

7%

* 추가공제 한도: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2,000원, 청년 1,500원, 기타 1,000원)
* 2014년부터 대기업 기본공제율(고용유지)은 수도권 내의 경우 2%에서 1%로, 수도권 밖은 3%에서 2%로 각각 하향조정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
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하였으나 실제로 2012년 신규채용건수는 오히려
201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의 효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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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외(2011)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격이 높아진 자본사용이 줄어들어 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여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여도 저임금 단순근로자를 양산하여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는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하면 설비투자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여력이 있더라도 고용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
는 문제도 발생
예외를 인정하는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세제지원은 탈중소기업의 유인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
[표 17] 2012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예상 인원
업종별

2011년 채용인원

2012년 채용예상인원

증감률

건설업(15개사)

1,795

1,590

-11.4%

금융업(23개사)

2,379

2,440

2.6%

기계 철강업(10개사)

1,067

980

-8.2%

기타 서비스업(9개사)

1,195

1,075

-10.%

석유 화학업(27개사)

1,242

1,182

-4.8%

식음료 외식업(16개사)

1,811

1,850

2.2%

유통 무역업(23개사)

2,605

2,670

2.5%

자동차 운수업(39개사)

5,031

5,279

4.9%

전기 전자 IT업(22개사)

4,228

4,048

-4.3%

제조업(32개사)

2,732

2,514

-8.0%

조선 중공업(9개사)

2,190

2,100

-4.1%

합계(225개사)

26,275

25,728

-2.1%

자료: 취업포털 잡코리아

2) 중소기업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 일자
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등은 모두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
어 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필요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악화시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고용창출을 저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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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 위
주의 세제지원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직면
하게 되는 절벽현상을 완화할 필요
고용창출을 위한 목적이라면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어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세액공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
원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신설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액은 1인당 100만 원인 것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추가 비용은 1인당 평균 1,036만
원인 것으로 분석됨(전체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10)
고용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여건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의 부담 등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실제적 효과는 의문시됨.
고용의 경직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전환 여력이 있는 기업의 비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규
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추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으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간당 임금이 감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에 없던 조항을 추가한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

10) 연간특별급여 포함, 시간당 임금을 고려하여 정규직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
산, 2012년 고용노동부 자료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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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고통을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수준을 결정을 사항이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
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규정은 과도
실제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의 참여율은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대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표의
종업원 300~999인 미만 기업의 참여율이 100~299인 미만 기업의 참여율 보나 낮
게 나타나는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18] 유형별 사업체규모별 일자리나누기 참여 비율
임금조정형

시간조정형

기능조정형

고용창출형

참가

불참

참가

불참

참가

불참

참가

불참

100인 미만

23.8

76.2

15.9

84.1

10.9

89.1

19.0

81.0

100~299인

27.8

72.2

14.6

85.4

14.6

85.4

24.5

75.5

300~999인

25.7

74.3

14.1

85.9

13.8

86.2

24.8

75.2

1,000인 이상

34.2

65.8

15.0

85.0

17.5

82.5

32.5

67.5

전체

26.3

73.7

15.0

85.0

13.2

86.8

23.1

76.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9.10~12)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일하는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일할 기회
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단기적 세제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보다는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
한 방향일 수 있음.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존폐 기로에 놓이는가 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적 기
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11)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임시공공근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12)
1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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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애인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 인상은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 해외의 사례를 보면 고용을 늘릴 목적으로 도입한 세액공제제도는 재정비용대비 고
용창출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13) 사회적 약자계층의 고용을
타켓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14)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
용을 창출)인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세액공제제도와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
한 세액공제제도 모두 세액공제로 인한 신규일자리는 전체 창출 일자리의 20~30%
와 30%로 비슷하며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최근에는 의무고용률인 2.3%를 거의 준수하고 있어 향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고용 증가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
을 강화하여 노인과 장애인 스스로 직업능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표 19]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부문 고용률

1.87

2.04

2.25

1.5

1.6

1.76

1.97

2.4

2.52

2.57

민간부문 고용률

1.08

1.31

1.49

1.35

1.53

1.72

1.86

2.21

2.24

2.3

자료: 고용노동부
주: 1. 장애인 고용률=(장애인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100
2.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벌 제28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3% (2012
년 2.5%, 2014년부터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4.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조정됨.

12)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72949.
13) 미국이 1977년 도입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ew Jobs Tax Credit; NJTC)’의 사례.
14) 미국에서 1979년 NJTC를 대체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의 고용증대를 위해 실시한 세액공제(Targeted Jobs
Tax Credit: TJTC)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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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예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중소기업은 현재 구직자의 취업선호도가 낮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
문에 단기적인 소득세 감면보다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발전시
키는 것이 더 중요함.
중소기업에 취업시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의 세제지원을 제공하기 때문
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3년간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
업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부족한 세수 확보와 중소기업 스스로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
업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을 50% 감면으로 축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3) 총평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실제로 고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근본적으로 고용의 경직성 완화 및 고용의 유연화 제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주로 단기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단기적인 효과는 기
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단기적인 세제지원 보다도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
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
련할 필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은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
하를 발표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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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2014년도부터 1%씩 인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조
정이 논의되지 않아 향후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의 경우 임금보조형식으로 일시적인 고용효과는 유도할 수 있
지만 투자 부진과 생산둔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임금
단순근로자를 양산시킬 가능성
고용창출투자세액제도는 이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든가 현실적으로 이
것이 어렵다면 기본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

▶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지원 강화는 탈중소기업의 유인을 저해하고 오히려 중소기
업의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을 것
특히 중소기업에 집중된 혜택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할 인센티브를 약화
시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는 잠재적으로 더 많은 고용 창출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옴.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지원은 실제로 시행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할 필요

▶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일단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큰 효과성
을 기대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스스로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일하는 복지, 일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세제지원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취약계층의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단발성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우
며 시간제 단순근로자를 양산하여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것
근본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과 장애인 스스
로 직업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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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개편내용15)
▶ 근로장려세제(EITC)16) 신청가구 및 지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전시키고 저소득
층에게 일하는 복지를 통해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됨.17)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자녀기준에서 가구원기준(단독, 가족)과 자녀기준으
로 이원화하고 결혼양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설계됨.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결혼 여부 및 맞벌
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함.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은 1,300만 원인데 비해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이고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임.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18)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3인까지 150만 원 수급 가능

15) 기획재정부 2013년 8월 8일자 보도자료 참고.
16)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들
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임(송원금 김영신 허원제 2013).
17) 조특법 §100의3①, §100의 35ㆍ§100의36① 신설.
18) 2015년 1월1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홑벌이가구의 EITC 지급액이 줄지 않도록 맞벌이에 관계없
이 최대 2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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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2013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현행(단위: 만 원)
□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
차등적용
구간
최대
구분
점증
평탄
점감
지급액
무자녀 ~600 ~900 ~1,300
70
자녀 1인

~800

~1,200 ~1,700

개정(단위: 만 원)
□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구분
단독가구

점증
~600

구간
평탄

점감

최대
지급액

~900 ~1,300

70

~900 ~1,200 ~2,100

170

맞벌이 ~1,000 ~1,300 ~2,500

210

140

자녀 2인 ~900

~1,200 ~2,100

170

자녀 3인
~900
이상

~1,200 ~2,500

200

* 60세 이상 1인가구 포함(‘13년부터 적용)
<신 설>
□ 총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
세소득제 외)의 합계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2,100
CTC

없음

~4,000
~2,500

1인당
50

자료: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가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요건 완화, 재산 주택가액요
건 상향 조정, 중 장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
2자녀 이하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현행 1,300∼2,100만
원 이하에서 2,100∼2,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
주택가액요건 6,000만 원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
향 조정됨.19)
재산 1억 원 초과시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
무자녀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60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50
세,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됨.2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21)22)
19) 조특법 §100의 3①, §100의 4④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됨.
20) 조특법 §100의 3①에 근거.
21) 조특법 §100의 3②, §100의 36②에 근거.
2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자녀 수를 포함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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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따른 중복적용의 과다 수혜를 배제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
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도 자녀세액공
제에서 제외됨.
기한 후 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신청기간(매년 5월 1일∼31일)이 지났어도 3개월 이내
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수급 가능해짐.23)
근로장려세제 총소득기준금액의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을 보완24)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됨.
현행 ‘환산기준금액(=총소득기준금액×근로개월 수÷12×100분의 130)’이 총소득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
개정안에는 총소득을 ‘연간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소득발생 개월 수×12)’으로
환산하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 후 연간소득에 합산하
여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함.

▶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 조정됨.
현행 70∼200만 원에서 개정안에서는 210∼360만 원(가족가구 기준)으로 상향 조정
[표 21]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조정안
현행

<신 설>

23) 조특법 §100의 6⑧에 근거.
24) 조특법 §100의 6⑧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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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현행

개정안
① 평탄구간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홑벌이

0~2,100

맞벌이

0~2,500

자녀 1인당
50만 원

가구원 구성

점감구간

점감률

홑벌이

2,100~4,000

자녀1인당
20/1,900

맞벌이

2,500~4,000

자녀 1인당
20/1,500

② 점감구간

※ EITC + CTC

자료: 기획재정부

(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추세가 2012년 반전되
어 크게 증가함.
2008년을 기준으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지급은 약 59만 가구 4,537억
원에서 2010년 약 52만 가구 4,020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에 약 75.2만 가구
6,1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평균지급 비율(신청 가구/지급 가구)은 대략 81%임.
2012년의 경우 신청가구가 약 93만 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근로장려금이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77만 원이었는데 2012년의 경우에는 이
보다 다소 높은 약 81만 6,00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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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여 45,453가구가 약 37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음.
[표 22]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신청
구분

가구

지급
금액

가구

(1)

지급제외
금액

(2)

가구

금액

(3)=((1)-(2))

2009년
(2008)

723,937

558,161

590,720

453,731

133,217

104,430

2010년
(2009)

676,634

522,352

566,080

436,903

110,554

85,449

2011년
(2010)

666,816

509,405

522,098

402,003

144,718

107,402

2012년
(2011)

930,232

747,481

752,049

614,021

178,183

133,460

자료: 2012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주: ( ) 안은 기준년도

(3) 근로장려세제 개정안 평가
▶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 수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중 장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를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이 강화됨.
자녀수를 고려한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됨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3인까
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가구의 출산 유인이 강화됨.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증가하는데 따른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불
투명함.
최근 경기불황 및 지속적인 저성장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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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가구의 근로장려
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함.
예컨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100만 원 이하의 신고소득자가 지역가입자 전체의
5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잠재적으로 자영업자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
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25)

▶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부정신청에 대한 유인과 부정수급 가
능성이 높아지므로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함.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로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득이나
재산 등을 누락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26)
2012년의 경우 5,600건 총 48억 원의 근로장려금 부당수취 사례가 밝혀짐.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상가건물의 임대수
입을 근로소득으로 위장, 또는 조카를 부양자녀로 하여 신청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
급 사례가 있음.28)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로 확
대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높임.
근로장려세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지출규모와 속도를
감안할 필요성 있음.
근로장려금 부정신청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치가 함께 이루
어져야 함.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범칙규정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부정수
급의 유인을 무력화시키지 못함.29)

25) 김헌수 홍성우 (2011).
26) 이투데이 2012년 11월 20일자 “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기획점검”.
27) 조세일보, 2013년 5월 2일자, “강남 살고, 해외여행 다니며 근로장려금 타는 얌체족”.
28) 국세청 홈페이지.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회수되고, 향후 2~5년 동안 근로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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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 에 대한 평가
(1) 창조경제 유관 세법개정의 배경
▶ 저성장 국면의 탈출과 경쟁력 있는 미래 한국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박근혜 정부
는 정부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제기(제
18대 대통령 취임식, 2013.2.25)

▶ 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다양성과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을 창조경제의 중심 주
체로 규정
창조경제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종료를 선언
민간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의 개척에서 빠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중점

▶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등 성장환경이 녹록치 않아 벤처기업이 창조경제 구현
의 주역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큰 상황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보증 및 대출 증가로 인해 최근 5년
새 벤처기업의 수는 2배가량 증가
벤처기업 수 증가30) : (2007) 14,015개 社 → (2012) 28,193개 社
여전히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세한 경영규모와 요건 미달 등의 이유로 벤처기업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31)

30) 벤처캐피탈협회(2013).
31) 중소기업중앙회(2012),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어려워하는 이유 실태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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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관련 지원책이 기(旣) 제기된 상태이며, 금
년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 을 통해 벤처기업 관련 세법 개정 추진
박근혜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지원책32)
①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5/15)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 대응한 지원
성장단계별 맟춤형 투자 회수 시스템 확충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및 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
의 역할 강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의 획기적 확충 유도
② 창조경제실현계획 (6/5)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혁신 역량 강화

(2) 총평
▶ 벤처기업 세제지원 및 과세특례 확대 신설 등 벤처 창업자금 순환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안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주축을 담당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
벤처기업 관련 세법개정 6개 案: ‘엔젤투자 세제지원’, ‘M&A 세제지원’, ‘전략적 제
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코넥스 세제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 벤처기업들이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생력
있는 성장환경 조성이 필수적일 것임.

32) 이병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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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훼손시켜 2000년대 초반 우리 경제가 겪은 벤처붐의 거품붕괴와 같
이 커다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

▶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 듯,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벤처기업의 성장 노력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 정비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직접적인 자금 인력지원이 아닌, 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전히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벤처기업들의 자구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명확
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정부는 성과 도출을 위해 세제지원안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창업초기 벤처기업들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역량 및 가시적 성과를 검증받
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투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
기 어려운 상황33)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유망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양산하여 자원배
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정책의 실효성마저
감소시킬 것임.

(3) 세부 관련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
1)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 개정배경
▶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무담보 지분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엔젤투자는 창업 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33) 김재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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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창업은 통상 엔젤투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첫 단계

▶ 현재 국내 엔젤투자 시장은 매우 열악한 수준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한 엔젤투자
엔젤투자는 보통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이 없는 창업 초기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주식지분만을 받고 투자하는 형태를 지님.
고위험성을 지닌 엔젤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센티브 축소 등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가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은 초
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현재, 10년 전에 비해 20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표 23] 벤처투자시장에서 엔젤투자 비율(%) 비교
EU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51.1

49.7

49.2

36.5

1.9

자료: 벤처캐피탈협회(2013)
주: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은 2011년, 다른 국가들은 2009년 기준(OECD자료)

▶ 창업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초기 창업 벤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
◇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30%
소득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소득공제일몰 기한: 올해 말
공제대상: 벤처기업에 한함.

▶ 개정안
엔젤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비율: 해당연도 총 소득금액 중 5,000만 원 이하분은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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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일몰 기한: 2015년 말까지 연장
공제대상: 벤처기업과 기술성 평가에 통과한 창업 후 3년 미만의 중소기업
기타 추가사항: 엔젤투자 금액도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시 예외를 인정

◇ 평가
▶ 벤처기업 투자 유도 위해 창업초기 단계에 엔젤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
히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존재하나 세제지원을 통한 엔젤투자의 지나
친 확대는 엔젤투자의 위험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있음.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기
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
자자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함.34)
▶ 엔젤투자자 중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를 선별하고, 이후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M&A 세제지원
◇ 개정배경
▶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합병은 벤처자금의 선
순환과 신기술의 이전 확산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벤처기업 등을 합병하여 신기술을 취득하는 합병투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대하
고 궁극적으로는 IPO(기업공개)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34) 김재진(2013).

68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M&A 시, 특수 관계가 없는 양자간 M&A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여세를 물지 않도록 함.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음.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세법상 기준가와 실제 거래액의 차액이 기준가의
30%(또는 3억 원)를 초과했을 시,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안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 제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M&A 사유(①+②+③)를 구
체적으로 표기
①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 간 M&A일 것, ②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
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M&A일 것, ③인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
한 가액35) 이내일 것
이에 해당하면 매수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매도한 주주는 증여세 납부를 면제받게 됨.

◇ 평가
▶ 기술혁신형 M&A 중 증여세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수혜 여
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 간 M&A 촉진을 간접 지원하
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 개정안에서 제시된 ‘정당한 사유’ 요건이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충족되는 요건인 만큼, 세제혜택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M&A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세제지원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의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를 다시 열거해 보면, ①특수 관계
가 없는 법인 간 M&A일 것, ②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 M&A일 것, ③인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
‘인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 요건만 보더라도, 자본
시장법에서 정한 일정 평가액 이내에 해당해야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는
M&A의 규모를 사전에 한정지어 버리고 있어 충족시키기에 까다로운 요건인 셈
35) 순자산:순손익:상대가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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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으로 인하여 기업 간의 인수 합병가액이 틀에 갇힐 가능
성이 있는 한계도 존재함.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가액(세법상의 자산시가의 150%)
내에 해당하여야 함.
기술혁신형 M&A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합병 인수법인에 지급할 수 있는 합병 교
부금36) 등이 50%로 제한되므로, 장래의 유망한 혁신기술의 평가가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합병 교부금 등의 한도를 조금 더 증액하여 혁신 기술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과세특례 신설안
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신설배경
▶ 벤처기업과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제휴법인) 간의 원활한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
진하고 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을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의 건전한 재무 달성과
자금순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특례 사항을 신설 도입
◇ 신설내용
▶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교환 주식의 처분
실현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매출액 대비 연구 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 이
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교환
후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함.

36) 인수/합병을 하면서 보통 기업 간에 주식을 1:1로 바꾸거나, 또는 1:x로 비율을 정해서 교환하는 일이 발
생하게 됨. 이때, 인수나 합병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넘기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
치보다 더 많은 주식을 받거나, 또는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인수/합병 프리미엄이라고 함. 법률
용어로는 인수/합병 프리미엄을 “합병교부금 등”(영어로는 Boot)이라고 하며, Boot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기술혁신형 M&A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면제가 가능한 Boot를 최
대 자산가액의 50%까지 허용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70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벤처기업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
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
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
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교환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이 주식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 등과 제휴법
인 간에 체결해야 함.

3-2)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신설배경
▶ 벤처버블 붕괴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위주 투자성향이 강해지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피 분위기가 조성됨.
▶ 창조경제 육성의 일환인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자금의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재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설내용
▶ 벤처기업 창업주 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 매각 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
업 등에 재투자하면 관련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특례가 주어짐.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매각 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이며, 재
투자 인정사유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
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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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평가
▶ Da Rinet et al.(2006)은 자본이득세의 감소가 창업초기 단계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및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
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벤처투자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투자이
익 과세이연 제도를 동시에 시행37)하는 것이 효과적

4) 코넥스 세제지원
◇ 개정배경
▶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개장(2013년 7월 1일부)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 출범 초기 코넥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었으나, 개인투자자 유입에 대한 인센티
브가 없어 코넥스시장이 생각 외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은 21곳(벤처기업 16개 社, 중소기업 5개 社)에 불과38)

▶ 창업 초기 중소 벤처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창구로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용이성을 제고시킬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 대
두
◇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지난 6월,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
벤처캐피탈이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신주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
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37) 김재진(2013).
38) 벤처캐피탈협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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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부자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획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

▶ 개정안
정부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증권거래세에
탄력세율(0.3%)을 적용하는 등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적용해 주기로
개정안을 추진
기업지분 5%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
권거래세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

◇ 평가
▶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중소·벤처 기업 투
자자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유효할 것으로 예상됨.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은 일몰시한으로 규정되어 한시적인 세제지
원책으로 운용중

▶ 현행 벤처투자자의 비과세대상 투자주식이 신주취득에 의한 매각으로 한정되고
있는 만큼,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입한 후 재매각할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부여39)를 고려
할 필요
코넥스 장내거래 특성상 신주발행주식 취득보다는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
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슈 발생
이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게 될 것임.

▶ 이러한 주식 재매각 시 양도차익 비과세는 투자수요 및 투자자 다양성 확보를 위
한 시장참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몰기한을 두고 있는 비과세 세제는 기간연장 없는 항구적 일몰제로 추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세제의 원활한 정착과 벤처기업 자생력 제고 유도를 강화할
필요
39) 벤처캐피탈협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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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벤처 중소기업 자구노력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일몰 후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진화하지 못한 벤처 중소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적
정부는 한계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
히 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은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임.
일몰제가 계속 연장되어 지원이 지속된다면 구조조정은 그만큼 늦어져 한계기업 및
좀비기업을 선별할 수 없을 것

5) 스톡옵션 세제지원
◇ 개정배경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량의 회사 주식을 임직원이 특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재 영입을 위해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 창업 기업에서 활용
하는 주요 수단
스톡옵션은 인재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뤄내는 계기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위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논의됨.
스톡옵션을 통한 주식 보유와 동시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미실현이익 과세로 개선의
필요성 제기

◇ 현행 및 개정내용
▶ 현행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 부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괄납부 시행

▶ 개정안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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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 후, 다음 년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 결국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범위에 포함시킴.

◇ 평가
▶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스톡
옵션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고급인력 영입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일정기간 동안 조세부담을 순차적으로 분할시켜 벤처기업에게 인력확충 여력을 제
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창출 유도가 기대됨.

▶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에 대한 가치상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
가급락 등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 배당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Ⅶ. 창조경제 기반 구축 관련 2013 세법개정안 에 대한 평가

75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석훈,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
소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2006.0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각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10.
권순식,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계산업 , 제421권, 48-51쪽,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2013.08.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 보완”, 보도자료, 2013.08.13.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수정안(8.13일)에 따른 공약가계부 달성 가능 여부”, 보도자료, 2013.08.14.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013.08.08.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종합 참조.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 상세본), 2013.08.
기획재정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2013.05.
김승래 김형준 이철인, “적정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8-08, 한국조세연구원, 2008.12.
김재진,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 경제 · 인문사회연구
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17, 2013.
김지영 박상원 · 성명재 · 송호신 · 전병힐 · 조명환, 정치구조가 조세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
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김헌수 홍성우, “국민연금 급여산식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1-06, NPS 국민연금연구원,
2011.
대한상공회의소,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종합건의”, 대한
상공회의소, 2013.06.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동향 및 세제지원 개선방안’, 2013.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산업 현황과 과제’, 2013.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 2013.
벤처캐피탈협회, ‘창업기업의 성장, 고용, 벤처캐피탈’, 2013.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

76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 재정 정책 효과 분석”, 발표자료, 2011.05.
송원근 김영신 허원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구축 , KERI Insight 13-01, 한국경제연구원, 2013.
송원근 황상현, “비과세 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KERI Insight
13-05, 한국경제연구원, 2013.06.
유한욱,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 유경준 편,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
이병기,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2013.
이투데이, “국세청,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기획점검”, 2012.11.20일자.
임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연구 30권 제2호, 20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02.
조경엽, “재정지출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경제학연구 제56집 제2호, 2008.
조경엽 김현종 황상현,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정책연구 2011-06, 한국경제연구원, 2011.
조경엽 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KERI 정책연구 12-09, 한국경제연구원, 2012.
조경엽 유진성,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13.
조세일보, “강남 살고, 해외여행 다니며 근로장려금 타는 얌체족”, 2013년 5월 2일자.
한국조세연구원,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조세 제정 브리프 , 한국조세연구원, 2010.05.
한국조세연구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의 조세지원 정책과 시사점”, 조세 제정 브리프 ,
한국조세연구원, 2004.03.
황상현, “비과세 감면 및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차기정부 정책과제 3 - 조세 재정 | 복지 연금,
한국경제연구원, 2012.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U.S. EITC http://www.eitc.irs.gov/central/eitcstats/

[해외문헌]
Djankov, Simeon, et al.(2008.01), “The Effect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and Entrepreneurship”,
NBER Working Paper No. 13756.
Lee, Young and Roger H. Gordon(2005.06),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1027 1043.
OECD(2008), “Tax and Economic Growth”, OECD.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2010.07),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356, the World Bank.

참고문헌

77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1판1쇄 인쇄 2013년 10월 14일
1판1쇄 발행 2013년 10월 1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48(직통)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ISBN 978－89－8031－657－1
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