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대외세미나┃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일시: 2016년 7월 27일(수) 14:00~15:4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
⦁주최: 한국경제연구원·한국회계학회 공동

program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05~14:10

축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

발제 1: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보유: 국제비교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 회계학회장)
강선민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4:10~14:50
발제 2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용어변경의 필요성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토론
사 회: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토 론: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14:50~15:40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가나다 順>

15:40

폐

회

발제 1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보유: 국제비교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전 회계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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ࢺ˽ ࣌ࡒ ۉέࡧ࣮࣌ࢺ ̓ؼ
࢟ˀ ȟʾࢼ˒ʹ ࢝ۺԸ зࠆȟĔ״ݡЬ ȟୗܶછ୕أࢌ أشȟ࣬࢝
• л̘߳ࡿ ˒Щଛ ۉέࡧ ࡳ̓ؼ،ऌଙ̘ ଢ ̘߳ܒҔୗգࢼۼѣࢌ
• ݡପ ঋଢ  ̘߳җࢄ ઃΜ ࢋ̓ࢆؼەЩ ؎зࡳ ГնВ ،ࡰأԸ ˒
ۼծ ଢʄш ʥࡰԸ ࢴଢऌֱۭ ݥ୧ ۺлଛ ࡿ ࢄהʅଙʬ ࢼ̘
• ऌΟଢ ࢝ەୠ؎ ۉз ণߓࡲ ࣌߫ࡒࡰԸ ϔؼЩ ̔ऋ
• гз ۉ ࢝ࡒ ࢋەέࡧ ࢆࢳ̎ࢳ ࡳ̓ؼઃԸ ࢄΌߪΰ ،ߛ߂ॵ ࡳأ

• ࢇْ ״ݡЬ л̘߳ ۉέࡧ ̓ؼлଢ ࣑ х ʅѣ Ϧࡲ ʋି߄ ࠾ˮ
• ࢟ۉؠέࡧ̓ؼୗܶࡈѭ˔ ْؿˀ  ̘߳ܒҔୗգࢼۼɹ ݡପѴऌր ઃ
লۉ ࠧܒέࡧ ̓ؼऋɹԸ ̃ʹ
• ۉέࡧ̓ؼୗܶ છ أشɹ ࡳ ࣮ࣵ ٵ


ั ྙ⪵ᯝᅕ
ᅕ
*ນญั



ۉέࡧࠃ ۼ˒ ̓ؼરĔ Ğଢ࠶ऌ̔ ؎зğऋ
• ۉέࡧۼ˒ ̓ؼծ ଢ ઃ ؎ зࡳ Гԫ έܶ Ҝ লѶ ʾ̘ ٖծ ێ
նʲЩВ ࢺْ ঽऌɹ ݥ୧ ࡳۺʆ̘ ߪЩВ ऌࢳ
• ন̏ ϔɻ ̘߳ࡿ ଢ࠶ऌ̔ ؎зࢄ  ऋɹ

• ʾ̘ ୕ۺծ ଢ ࢺॷ ѣࢌऌր Ğْ 臈 ࡿ ˯࠶ࡧğࢄӿВ ْࡅ ۟
• ࢴ˯ʾࢼࢆࠆଟୠ ࣌ ˒ʹ ۉл ̘߳ࡿ ୀ̓؎зࢄ ϔ ࣌ ߫
ࡒۭ ϔ ࣌ ߫ࡒࡰԸ  ऋɹ
• ଢ࠶ऌ̔ ؎з ࠄ ݡʈࡲ ̘ɻ ࣌ ߫ࡒۭ ࣌ ߫ࡒࡰԸ ऋɹ
• ̘߳ܒҔୗգ  ࢼۼѣࢌࡰԸ ଢ࠶ऌ̔ ؎з ऋɹ ࡆԫ ୀ୕ݥ
• ؎з̓  ەл ̘߳ࡿ ࠶˯ࢆ ऌٔࡪࢄ ʬ سଙऌ ߆ࡲ ەۭ ଢ࠶
ऌ̔ ؎зࢄ ГߪΟ ʥࡲ ؎з ۺବ 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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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ߣ ࡿݧୀ ࡲەхࡇ ݧଢऎ ʥࡰԸ ࢄ 
• ࢼݥԸ л̘߳җࡲ ઃؼЩВ ୀ̓ ࣬ ̘ݵԬଙВ ָݞ
л ̍Ֆ  ࡿˏ ۉ࢝ەϔփ ࡧࢴ ࡲࡪؼϔ ؼЩ ૣ

ࢆચ ऋɹଛ ̋ Ը  ەۉনлծ ̘Թ 
• ୀ࢟ ۉ࢝ەҗࡿ ୀ̓ ࡧ ̘߳ ࡪؼέ ˏɻ ѥࡳ ߂ݵѼВ ࢄࡪٵ
 ەۉন˅Ը Э˅ ࢎЩ 
• ࡧ߳ࠏ ࡲࡪؼѭ ୌࡲ ؿʝԋծ ଢ ߪؠҗࢆ ̓ࡳ ߯վΜ
ۉέ ߂ݵѼ˅ ࢎВऌծ ΜέВ ऌ૯ ࡧ ࢄࡪؼऌΜʬ ϦЩ
В ʥࡲ ઃ Ҝ ۟ࡰْٔ ࢆࢳیԸ ̓ࢄ ஒԙɹऌ ߆˅ ࢎЩВ 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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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ࡿ ˏɻࡲ ѥхײɹ  ࠃݵਜ਼ऌ̘ ऍࢴࢄЩ ەۉনл ࡳࢳݥ
ࠝո л ̘߳җࡿ ̓ ࡧ ࡲࡪؼऌΟଢ փ ̘࣮ࡰԸ Щ
ࡰࢳەԸ ࢄ  ࢄࡪٵϦࡰֱ ࢟בˮ࣌ɹ ࣗЩВ ࡿײऌրЮն ؼ

ֱ ̊ݣઃծ ଙऌ ߆˅ ࢎЩВ ӲࡰԸѣ ଢ ۮ
• տлଛ ࡧ ̓ؼઃ࢟ࡒࡰԸ ࡅѳߛ 
• л ̍Ֆ߂ݵѾ ѥ  ەۉ ࡪٵন˅ ઃВ ࢆۘ 
• л̘߳ࡲ  ߳ۉ̊ݣઃծ ଛ ˅ࡅॴ ؼЩВ ۉέ ୀ̓ࡧࡪؼ
ࡳ  ەۉনл࣮ܶࡰԸ ߂ݵϧ̘ ڈЩ 

• ࡓ  ࢄࡪؼࡧࢆأϦЩВ ʥࡲ ̘߳җࢄ ࢄࢅࡳ ؎зࢄΜ ઃ Ҝ
 ؎ٔଙ̘ؼЩ ୀ̓ࡰԸ  ߂ݵϧ˅ ࢎЩВ ʥࡳ ࡿ 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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ࢿ࣏  ̖ق£ ୣ ࡵ̖ق ࢂی؈ଭִ࣯ߖ ࢂݥদߖࡳԻ ଞЬ
¤ ୣیɼ  ࡶݥִ࣯ߖה؈ଭଜЕ ˁࡉ ୣ ݥ࣯ ࡵ̖ق ࢂی؈ଭɼߖࢂ ٗ
ࢂ ࢇۘࢂ ̖ߖࡳԻ۰ ࢇیୣ߾۰ ࡳ̖قԻ ˃ۘଜ̛Ի ଞ ̖ߖࢂ দߖ
ࢇ ˁࡉ ࣯ ࢂݥ؈ଭɼߖ ࣸ ࡳ̖قԻ ˃ۘଜए ߅ТଜЕ ̖ߖࡵ ٸࣱق
̖ࡳԻ ˃ۘ
ࢿ࣏ ࢇ࢈ࣱ ̖ٸୣیЕ ̐  ࢇ ࢂٗ ࢂ̖قѺ Ҷ̧ए  ʼ࢈ࢇ ̛ۏ
ؑкߖࢂ ٗࢂ ࢇۘࡶ ࢇ࢈ࣱࡳ̖ٸԻ ࢶվଜࠆߞ ଞЬЬփ࣯ؑݥкࢂ
ˁࡉ߾Е ̐Ԝଜए ߅ТଜЬ
ࢿ࣏  ̖ٸࣱق£ ୣیЕ قʠԎ߾۰ ؈ۢଞ ࠆ̖ࡶ ࡳ̖ٸࣱق
Ի ࢶվ
ࢿ࣏  ࢂ̖ق ࡵ̖ٸࣱ ࢂ࣏ࢿ  ࣏ࢿ ࡈی ࢂ̖ٸࣱࢽئʼܘ
 ߾ࢷؿкଜЕ ˁࡉ ࠹߾Е ঈٗଜए ׃ଞЬ
ࢿ࣏ ࣱ ࢷ ̖ق ࢂ̖ٸ£ୣیЕ ࣱ ٕࢷ ࢂ̖ٸӖЕ ࢊٕձ ߾̖ق
ࢷଟ ܹ 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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ࢿ࣏  قୣ ࡵق ࢂی؈ଭִ࣯ߖ ࢂݥদߖ
ࢿ࣏ ࢇ࢈ࣱ ̖ٸୣیЕ ̐  ߾ ࢂٗ ࢂقбଟ Ҷ̧ए ʼࢂ̛ۏ
̖ࢷ߾ ࢂଞ ࢇ࢈ؑкߖࢂ ٗࢂ ࢇۘࢂ ̖ߖࡶ ࢇ࢈ࣱࡳ̖ٸԻ ࢶվ
ࢿ࣏  ̖ٸࣱق£ୣیЕ Ьࡸࢂ ̖ߖࡶ ࡳ̖ٸࣱقԻ ࢶվ
ߖִࢇۘࢂ ࣯ ࡶݥ؈ଭଞ Ҷ߾Е ̐ ߖִࡶ ট˕ଞ ̖ߖ
قʃ ࢂܕˁࡉ߾ ̐ ʃܕ ࢂݥ࣯ ࢇߖܕɽ࣯̖ࢂ ؆߾ ࡁଞ ̖ߖ˕
ʼ ߾ؿࢷ ࢂܘкଞ ̖ߖࡶ ট˕ଞ Ҷ߾Е ̐ ট˕̖ߖ
ୣیଢ ࢂػˁࡉ߾ ֵܕѹ ୣیԻٕਫ਼ ˃ݣଞ ࢢ ࢂۏɼߖࢇ ̐ ୣیԻٕ
ਫ਼ ˃ݣଞ ॹ ̐ߖהୣ߾࣯࣯ ࢂیʯ ए̗ଞ ̖ߖ˕ ଢػ୯ ࣑ܖଜЕ ୣی
ࢂ قऎɼߖ ӖЕ ଢࡳػԻ ࢉଜࠆ ۶վѹ ୣ ࡶߖق ࢂیট˕ଞ Ҷ߾Е
̐ ট˕̖ߖ
̛ قʠԎ߾۰ ؈ۢଞ ࠆ̖
ࢿ࣏  ࡈی ࢂ̖ٸࣱࢽئ£ࢷ࣏ࢂ ࣱ ࢂق ࡵ̖ٸʼ ߾ؿࢷܘкଜ
Е ˁࡉ࠹߾Е ࢇձ ঈٗଜए ׃ଡ
¤ࢇ࢈ࣱࡳ̖ٸԻ  ࢂقʼ ߾ؿࢷ ࢂܘкଜˈ۰Ѧ ٕ࣐ଞ ˁࡉɼ ߅Т
ִ ࡳ̖ٸࣱقԻ ࢇ߾ кଜए ׃ଡ
ࢿ࣏ ࣱ ࢷق ࢂ̖ٸ£ୣیЕ ࣱ ٕࢷ ࢂ̖ٸӖЕ ࢊٕձ ߾ق
ࢷଟ ܹ 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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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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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ࡆ ֱնΜӿࡿ ࡧ ࡲࡪٵیԸ ٵ  ࡿ˯ײଙࠃ ୀࢲட Ϧࡵ

•

л̘߳җࢄ ˒ѣଙʬ ୀ̓ ࡳیГࢄ˅ זݥઃծ ࣯ࠃ ˯ɹʾࢧԬࢄ ࢲଙѵ߶ЩВ
࣬࢝ࡲ ֊ऌ ߆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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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đು
9
 ࡧॴ ̘߳ ࡲ̓ؼջ ࢄ୬ з̘ܸࢄࢅۭ ࣬࣬؎зࡳ ५ʀଛ ̓ߓࡳ ֍ଢ

ଟیଛ ʥ ࢅܕʝԋ ˒ ؿʝԋۭ ۟ଛ ࠃ̓ ؿʝԋ ࡳ Ьܸட ୠ
ˀࢳࡰԸ ̘Թଛ ʥ
 ʟݥଛ ̘߳ࡿ ʾࡆ ݡɻࢄ ʾ˒ଞ ҩӿ ࡧ ࢄ̓ؼऌࡰࢳܓԸ ऋɹଙВ

ʥࡲ ࠆݘԙࡈ ୀە
 ࢄԺࢳ ˔ࢷۭ ࡧݢ࣬ ࡲݢی ࡪؼପজ˒̓˒ ࢟ɹࢳջ̓ࡳ ˅ԫଙ
ࠃ ܶࢺଜ ଔ࠾ɹ ࢎࡵ
 ࡧس ࡳݢی ࡪؼʾଙВ ʾࡆ ̘߳ ࡧࢵ ࡿࡪؼлʂࡲ ʬ ʀܒଙࠃ ۉୠ
ࢳࡰԸ ਹ ࢼהɹ ѵऌ ߆ࡵ



9đು
9
 ࡧ ࡲ̓ؼୀ̓߂ ڵیۺПӿ зࣘی˅࢟یઃࡧی̍یն˅ ב
 ࡿیࠃ̘ ۺଙ˅ ࢎࡵ
 ࡧ ࡿ̓ؼऋɹВ ̘߳ࡿ ઃѭ˒ ࢸଙʬ ˔ԭࢄ ࢎࡵ
 ࡧ߂ ڵ ̓ؼПӿ ࡧѭْॶࠧ ࡧٵѭْॶѣ ୀ̓یۺзࣘی˅࢟یઃ
ࡧی̍یն˅ ב ࡿیࠃ̘ ۺଙ˅ ࢎࡵ
 л̘߳ࡿ ʾࡆ ઃ ࡿیऋɹВ ࡧ ̓ؼऋɹࠧ ˔ԭࢄ ࢎ˅ ࡧѭْॶࡧٵѭْॶ
ࠧВ ࡵ  ࡿ ˔ˀծ ࢋؼ
 ָ̘߳̊ࠧ ˔ԭߴࢄ ࡧࡧ̓ؼѭْॶ̍ն˅ ࡧٵѭْॶ ָѼ ઃࠧ ऍࢸࢳࡰԸ
˔ԭࢎВ ࡧ ࡿیऋɹࠧ ˔ԭࢄ ࢎࡰΜ ࡧٵѭْॶࠧࡿ ˔ԭ ࢄۺɹ࢝ Ϧ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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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đು
9
 ࡧ ࡳ̓ؼઃଙӿВ ࣬࢝ࡲ ࢄ ײઃଛ ̓ࡳ Щ ݡઃଙӿВ ʥ
 ̘߳ࢄ ࠶ْɹ ߂С έْۭ ઃ̓ࡳ ࣌ЮЩВ ࡿײ
 ࡧࡰ̓ؼԸ ̘Թѵߪ ࢎВ ܶВ ୀ̓ڵր ߂Пӿ ੲऌ̘ˀ۳ ٵҜ ࢄײ

ઃѵߪ ̘߳ѭ ̘ࠃଙ˅ ࢎࡵ
 ࡧ ײࡿ ࡿࡪؼлଛ ۉୠࢳ ࢆࢺ࢟ ࡿݢջ ଔ࠾
 ٵ ˯ײଙࠃ ࡆն̘߳ࡿ ୀ̓ࡲ ϔ ࢝ە ࢄۉୠی ࡿۉণˀлٵ

ୀ̓ࣵ ࡿࡪٵیʂࡲ ʬ ʀܒ
 ϔ ࡆնΜӿࡿ ୀ̓ ࡲࡪٵیԸ ٵ  ࡿ˯ײଙࠃ ୀࢲட Ω
߂ ୀ̓̔ ࢄࡪٵیʵட ГߪΧЩВ ۼɻࡿ ࣬࢝˒ Щիʬ ΜΧࡵ

 ࡆ ֱնΜӿࡿ ࡧ ࡲࡪٵیԸ ٵ  ࡿ˯ײଙࠃ ୀࢲட Ϧࡵ
 л̘߳җࢄ ˒ѣଙʬ ୀ̓ ࡳیГࢄ˅ זݥઃծ ࣯ࠃ ˯ɹʾࢧԬࢄ ࢲଙѵ
߶ЩВ ࣬࢝ࡲ ֊ऌ ߆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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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용어변경의 필요성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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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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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토론문

권 성 수(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Ⅰ

검토배경

□ 일부는 사내유보금을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여유재원(idle money)
으로 오해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발생
̇ ̇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회계
ㅇ 그러나, 실제 사내유보금은 재무제표상 다양한 투자
적으로 보다 적합한 용어로 대체 필요
ㅇ 또한, 새로운 용어의 사용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여 사내유보금에 대한 일반인
들의 정확한 이해와 오해 불식

Ⅱ

검토내용

1. 회계기준에서의 사용 여부
□ ‘사내유보금’은 국내적용 회계기준(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
니며, 외국 회계기준(일본, 미국)에서도 사용되지 않음
ㅇ 일본과 미국에서의 사례 조사 결과, 국내 사내유보금에 해당하는 별도의 용어는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2.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붙임2 참조)
□ 실무에서는 ‘사내유보금’을 다음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ㅇ (경제용어사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것임(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
ㅇ (연구자료)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만
으로 하며,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
아 있는 잉여금이므로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이 아
님(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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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협동조
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3. 사내유보금 용어에 대한 일반적 정의
□ 사내유보금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여 누적된 이익 중 배당 등
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기업은 이를 영업 및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보유를 할 수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이미 넓은 의미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ㅇ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수익성 있는 영업활동이 지속되고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4. 사내유보금 대한 오해
□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득 불균형 및 경제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시각이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 및 이에
대한 과세 등을 주장
ㅇ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금고에 쌓아두는 현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내유보금이
라는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음
ㅇ 또한, 이러한 오해는 회계정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경제적 의사결
정을 내릴 때, 매우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사내유보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Ⅲ

대안 모색

1. 진행 경과
□ ‘사내유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제시(붙임1 참조)하고, 회계학회 교수 및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회, 기업* 실무자로부터 의견 수렴
* 사내유보 관련 논란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4개 기업(삼성, LG, 포스코, 기아차)의 실무담
당자
ㅇ 회계학회 소속 교수들과의 회의를 통해 대체용어 개발 논의
- 재무분과위원회 소속 교수 8인(6.7), 회계학회 교수 4인 추가 회의(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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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공회,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
렴(6.21)
□ 논의 그룹 및 소속에 따라 의견 차이가 다소 있었으나, ‘사내유보금’ 용어의 대체 필
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함
ㅇ 현재까지 제안된 용어에 대한 회계학회, 업계 등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용
어 선택(1∼4순위)
2. 새로운 용어를 위한 논의 과정
□ 사내유보금은 이미 과세된 부분이므로 ‘세후’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재투자가 이루어진 부
분도 강조하기 위해 ‘재투자’라는 단어도 포함 필요
ㅇ

사내에서 조달된 자본이 다시 여러 형태로 재투자되었다는 의미도 포함(현금 보유도
현금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으
므로, 자본조달 측면의 개념으로 그 원천을 알 수 있는 용어로 표현 필요
ㅇ 기업이 조달하는 전체 자본은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므
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자금조달측면에서 표현
ㅇ 내부에서 조달한 자본을 주주가 배당받지 아니하고 재투자하였음을 표현
3. 새로운 용어 제안
□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여 기업의 재투자 원천이 되는
자본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세후재투자자본’ 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세후재투자자본) 기업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임을 강조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조달된
자본이 다시 여러 형태로 재투자되었음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권리는 주주의 몫(자본)임
을 표현
ㅇ 논의 과정에서 ‘세후사내재투자’, ‘내부조달자본’, ‘누계잉여금’ 등의 대안
도 고려되었으나 ‘세후재투자자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림

□ (세후사내재투자) 기업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임을 강조하고, 내부에서 조달한 자본을 주
주가 배당받지 아니하고 다시 회사에 재투자하였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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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조달자본) 기업이 조달한 전체 자본 중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 중 주주납입자본금
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 내부에서 조달된 자본으로 볼 수 있음
ㅇ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지분을 의미
차변(운용)

대변(조달)
타인자본(부채)

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내부조달자본

□ (누계잉여금) 기업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

(4가지 대안 비교)
구분

용어

대안 1

세후재투자자본

대안 2

세후사내재투자

정의
Ÿ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것과, 조달된 자본이
여러 형태로 재투자되었다는 의미를 포함

학계와 업계
모두 선호

Ÿ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는 것과, 조달된 자본이
여러 형태로 재투자되었다는 의미를 포함
내부적으로 조달한 자본을 주주가 배당받지
아니하고 회사에 재투자하였음을 의미

업계 선호

조달 원천이 외부인 부채 및 주주납입자본금과
명시적으로 구분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누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지분을 의미

학계 선호

Ÿ

Ÿ
대안 3

내부조달자본

대안 4

누계잉여금

비고

Ÿ

Ÿ

기업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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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내유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검토

,

□ ‘사내유보금’이 일반적으로 투자의 개념이 고려되지 않은 용어로 사용된다고 볼 때 사내유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사내유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 및 의미상의 차이]
용어

정의
기업의 순이익이 누적된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
자본거래로 증가하는 순자산인
자본잉여금까지 포괄하므로
회계적으로 적절한 용어임

Ÿ

Ÿ

납입자본과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천이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을 통해 누적된
이익임을 강조

Ÿ

‘유보’라는 단어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비교적 중립적인 표현임

Ÿ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가득한
이익은 주주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

Ÿ

미배당만이 강조되어, 외국자본 등 주
주들의 배당압력 증가가 커질 수 있음

Ÿ

'사내유보금'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관적인 대체
용어로 적합

Ÿ

기업이 실제 투자활동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등으로 오해할 수 있음

Ÿ

재투자 목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몫에 주주가 갖는
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해
주주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

Ÿ

기업 입장에서 소
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했다는
의미와 어떤 형태
로든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다(현금도
투자의 일부)는 의
미에서 ‘세후재투
자’를 포함

Ÿ
순자산증분누계

Ÿ

유보이익

미배당이익

투자준비금

(세후)재투자주주지분

Ÿ
(세후)재투자순자산

Ÿ

비교적 가치중립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순자산으로
표현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회계적
표현
납입자본까지 포함하게 되면 정의가
모호해짐

Ÿ

재투자의 원천이
이익인지 타인자본
으로부터인지 모호

Ÿ

Ÿ

Ÿ

주주 권리를
적절히 보여
줄 수 있음
주주지분이라
는 용어를 일
반인들이 이해
하기 어려움
순자산은 일
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
은 회계적인
표현임

Ÿ

'사내유보금'이 언론에서 보통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의미로
쓰이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제시. 순자산에서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표현

Ÿ

다만, 용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므
로, 처음 사용할 때에만 전체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초과순자산’으로
약칭으로 사용되도록 유도

Ÿ

언론 등에서는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되므로 이를
포괄하는 의미의 용어를 제안
사내유보금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금’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새로운 용어를 제시

Ÿ

여전히 현금 등의 여유자금으로 오
해하지 않도록 기존 용어를 일부 수
정함

(자본금)초과순자산

사내유보
또는
내부유보

차이점 및 대체가능성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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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Ÿ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
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
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
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일반
회계기준 제2장 문단 2.33)

Ÿ

여전히 이를 현금 등의 여유자금으
로 오해할 가능성 존재

Ÿ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
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
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의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Ÿ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므로 차이가
존재

Ÿ

용어 자체가 배당만이 가능한 재원
으로 오해할 수 있음

기업소득환류세제: 2015~2017 사업
연도까지 발생하는 기업소득 중 일
정액을 투자, 임금,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
는 한시적 제도

Ÿ

기업소득 중 산출시 제외되는 부
분(투자포함 방식: 20%, 투자제외
방식: 50%)만큼 차이가 존재

Ÿ

3년간의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일
시적으로만 사용되는 용어일 수
있음

Ÿ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세
법용어임이 고려되어야 함

이익잉여금

배당가능이익

Ÿ

미환류소득

차이점 및 대체가능성

Ÿ

미환류소득: 기업소득의 80%에서
투자금액과 인건비 증가액, 배당금
액을 제외한 금액(투자포함방식)
또는 기업소득의 30%에서 인건비 증
가액과 배당금액을 제외한 금액(투자
제외방식)

유보현금
또는
가용현금

Ÿ

기업이 향후 투자 등의 지출을 준비
하기 위해 적립한다는 의미를 포함하
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

Ÿ

여유자금의 의미이나, 투자를 위해
유보한다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는
용어임

Ÿ

피투자자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
으로서 모든 자기자본제공자에게 이
용가능한 것(즉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서 부채의 지급과 미래 성
장을 위해 필요한 재투자를 차감한
현금)(K-IFRS 1113호 교육자료)

Ÿ

‘잉여현금’은 투자를 고려한 개념으
로 여유자금에 가까운 의미로 볼 수
있음
다만, ‘잉여’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음

잉여현금*

Ÿ

* 잉여현금: 기업 가치평가에서 사용되는 '자기자
본에 대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을 일부 변형

투자차감후 유보이익
또는
투자차감후 이익잉여금

Ÿ

이익잉여금은 투자로 지출되는 부분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투자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용어를 제시

Ÿ

투자가 이미 반영된 개념으로 새로
운 용어를 제시

기타 의견: 세후회사내재투자금액, 세후재투자금액, 세후미배당재투자금액, 세후순자산증분,
세후미배당누적액, 세후미배당누계액, 누적재투자자본, 내부조달재투자자본, 증분순자산,
세후증분주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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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련 용어 및 회계기준 등

,

사내유보 [retained earnings]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
을 하고 남은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다.
즉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일 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은 아니다. 상당 부분은 이미 투자 등 경영 활
동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 중 현금과 단기금융상
품 등 현금성자산은 118조원에 불과했다. 한국 비(非)금융 상장사의 2012년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
은 9.3%로 주요 8개국(G8)의 22.2%, 유럽연합(EU)의 14.8%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사내유보금의 의미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4-08)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잉여금이므로 사내유보금
의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이 아님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만으로 계산
회계정의상 잉여금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잉여금으로 사내유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
음. 건물, 토지, 설비투자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의 증가에도 재무상태표상 유보금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할 수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
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
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자본의 분류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
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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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해외 사례

,

미국의 사례
□ Retained earning: In accounting, retained earnings refers to the portion of net income of a

corporation that is retained by the corporation rather than distributed to shareholders as
dividends
□ Accumulated Earnings Tax(AET):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s a charge levied on a

company's retained earnings. Also called the accumulated profits tax, it is applied when tax
authorities determine the cash on hand to be an excessively high amount.
A special tax imposed on corporations that accumulate (rather than distribute via dividends)
their earnings beyond the reasonable needs of the business. The accumulated earnings tax is
imposed on accumulated taxable income in addition to the corporate Income Tax.
□ Retained profit: Retained profit

is the profit kept in the company rather than paid out to
shareholders as a dividend. Retained profit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long-term source of finance for a business.

일본의 사례
□ 디지털大辞泉 해설 : 【社内留保】⇒内部留保 (사내유보 → 내부유보)
내부유보 : 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 조세 등의 사외유출분을 제한 부분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 또
는 그 금액. 법률적으로 정해진 이익준비금과 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적립금등이다.
□ 백과사전마이페디아 해설 : 内部留保
기업의 순이익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 상여금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된 것. 회사의 경우
사내 유보라고도 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적립된다.
□ 주식공개용어사전의 해설 : 内部留保
이번기의 세금할인혜택에서 세금, 배당금, 임원 상여금 등 사외로 지출된 분을 공제한 나머지 것. 기업 내
에 유보되어 재투자된다. 내부유보는 상법 에 의해 적립하는 것이 정해진 "이익준비금", 기업판단에 따라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외에 미처분이익도 있다.
□ 네비게이트 비즈니스기본용어집 해설 : 内部留保
결산상 당기순이익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임원 보너스, 세금, 배당 등)을 공제하고 회사에 남은 금액.
적립금과 준비금, 이월금으로 축적된다.
□ 브리태니카 국제대백과사전 소항목사전 해설 : 社内留保(retained earnings)
내부유보, 사내분배라고도 한다. 기업의 이익중 사내에 유보되는 부분, 즉 당기 미처분이익에서 배당금, 임
원 상여금 등 기업 외부에 현금으로 지출 되는 이익처분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이익 준비금 및 사업 확
장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별도 적립금 등의 임의 적립금 및 그 기간의 이익 중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
용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되는 부분(차기이월이익금) 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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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용어 모색」 토론문

권 재 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내유보금의 의의
□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자본거래나 영업활동을 통해 거둔 당기의 이익금에서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 내부에 쌓아둔 자금(stock)을
의미
□ 상법상 사내유보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개념(용어)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내유보금
이 상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상법은 채권자 보호 및 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고수
하고 있어 주식회사는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여야 함
- 자본금충실의 원칙은 계산상의 액수인 자본금을 정해 놓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
금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원칙에 따라 상법은
준비금의 강제적립 및 이익배당의 제한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상법은 재산이라는 가변적인 개념 보다는 고정성을 가진 자본금의 개념을 선호함
- 상법상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으며, 그 밖에 회
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을 유보
하는 임의적립금으로는 예컨대, 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 사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 등이 있음
* 상법은 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50%에 될 때까지 매 결산기에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458조), 그 이상으
로 이익을 내부적으로 유보한다면 채권자 보호는 물론이고 장래의 투자재원 확보
및 재무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됨
□ 성숙기에 접어든 우량기업의 경우 사내유보금은 대체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임
- 예컨대, 자본시장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더 이상 자본조달이 필요 없는 기업의 경우
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않아 자본준비금의 적립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므로, 그러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대부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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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금은 그 보유자산의 형태를 불문하므로 반드시 현금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
는 없음
- 현금 외에도 기계설비 내지 공장설립에 투자 등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만약 기계
나 공장에 투자한 것을 크게 바라본다면 이익잉여금으로 재투자한 것과 다를 바 없
음

2. 사내유보금의 과세에 대한 검토
□ 국회, 정부 및 시민단체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입법을 통해 과도한 사내유
보를 억제하여 투자를 유도화거나 배당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 그 결과 투자가 증가하면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배당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배당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사내유보를 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안정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주주의 이익에 부정적
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예컨대, 이익을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안정성이 제고되
어 주식의 가치가 배당액보다 더 상승한다면 주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사내유보금이 일정 규모 쌓이면 사업의 다각화 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M&A를 추진할 수 있음
* 변화무쌍한 기업환경에서 현금성 자산의 확보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수단이 됨
* 특히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세” 제도가 1991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기업의 유동성확보와 재
무구조개선에 유익하지 않다는 이유(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확충을
방해한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에 폐지된 바 있음1)을 상기하여야 할
것임
□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함
- 기업이 거두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유보여부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은 정부의 세원조달에 심각하게 경도된 것으로 이해
될 수 있음
1)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2016년 개정증보판(삼일인포마인, 2016), 7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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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계정에는 세금을 차감한 액수를 기재함
□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경우 이미 기계설비 혹은 공장설립에 투자한 기업은 기계나
공장을 매각하지 않으면 유보금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줄이
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결론
□ 사내유보금의 용어 관련
-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서 “유보”로 인하여 해야 할 일(투자 혹은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내부에 미루어둔다(보류)는 뉘앙스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4587 판결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
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
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
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참조한다면,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는 사내유보금을 대체적으로 “임의적립금”에 상당한 것으로 풀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 세계적인 기업인 Apple은 무배당정책(no-dividend policy)을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
였으며,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사내유보금이야 말로 회사에 엄청난 재무안정성
과 유동성을 가져다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2)
- 세법이 “조세부담의 가중・감경을 통하여 사회공공의 복리를 추구하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규범”, 즉 조종규범(操縱規範)이라 하더라도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에
반하여 과세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의사결정을 왜곡(distortion)하는 것3)에 대해서
는 수긍하기 곤란함4)
- 여기서의 “왜곡”은 “조세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조세중립성이 존재할 때보다 사
회적 부(富)의 총합을 감소”5)시키는 것을 의미함
2) Philip Elmer-DeWitt, “Why Steve Jobs doesn't pay dividends,” 「Fortune」, Aug. 13, 2010(““We know if we need to
acquire something — a piece of the puzzle to make something big and bold — we can write a check for it and
not borrow a lot of money and put our whole company at risk,” Jobs said in February, the last time a
shareholder asked him publicly why Apple didn’t pay dividends. “The cash in the bank gives us tremendous
security and flexibility.””).
3) 구해동, “법관의 법형성기준으로서 효율과 공평,” 「조세법연구」 제19권 제2호(한국세법학회, 2013), 32면.
4) 황남석, “기업 관련 조세의 규제완화,”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14),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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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이익유보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차
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므로, 과세여부의 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함
- 요컨대,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것은 기업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가 선택할
사항임

5) 위의 논문,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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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현 한(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영어로 retention ratio 또는 plowback ratio 라는 회계 용어가 있다. 이는 당기의 순이익
중 배당을 하고 남은 순이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순이익이 100 인데
그 중 50 을 배당하였다면 payout ratio 가 50%가 되고 retention ratio 는 1-50%인 50%
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은 retention ratio 에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의 곱으로 성
장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자기자본이 100 억 원인 회사의 순이익이 10 억 원이라
면 ROE 는 10%가 된다. 순이익 10 억 원 중 5 억 원을 배당하고 5 억 원을 기업에 재투
자한다면 자기자본이 105 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회사에 재투자된 5 억 원은
retained earnings 라고 부르며 기존에 자본금 100 억 원과 구분하여 부른다. 회사의
ROE 가 10%를 유지한다면 그 다음해에 순이익은 105 x 10%인 10.5 억 원이 된다. 즉,
이익이 10 억 원에서 10.5 억 원로 증가하게 되는데 0.5 억 원의 추가 이익은 배당을 하
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된 5 억 원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회사의 retention ratio 가 클
수록 회사의 이익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위에 예로 든 회사가 배당을 전혀 하
지 않고 100%를 모두 자본금으로 재투자하였다면 회사의 추가이익은 0.5 억원이 아니
라 1 억원이 되었을 것이다.
Retention ratio 가 높아야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retention ratio 가 높으면 retained
earnings 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retained earnings 를 사내유보금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사안을 잘못 인식한 것 같다.
기업의 자본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의 총계는 자산의 총계
와 같다. 이는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된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자본을 제공한 투자자
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이 타인자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주주의 몫이 되어야 한다. 작금에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로 불리우는 이
익의 소유주는 주주이며, 이는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와 외부의 모든
주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내유보금이 많고 적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이다.

- 38 -

평소에는 상장기업이 대주주 개인의 것이 아니라며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서 유독 조용한 것은 그 동안의 활동이 주주를 위한 진정한 활동이 아니었던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닐까?
기업을 주주의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 주주보다도 기업의 성장이 멈추었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다. 상장기업의 종업원 수가 비상장기업의 종업원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기업당 수 만 명의 종업원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상장기업을 대주주 개인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당장 투자를 하지 않으면 세
금을 더 내라 라는 식의 과세정책은 기업의 성장에 노력을 기울이는 수많은 종업원들
을 무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추가
로 1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내 재투자된 주주의 몫은 기계, 건물 등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제도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번
돈으로 부채를 상환 할 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세제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증가가 발생
한다면, 현재 노동계에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자들의 소득의 불평등 문
제를 심화시킬 것이기도 하다.
셋째, 배당수익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을 원하는 주
주는 자신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 소득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주식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배당은 주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배당소득세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이름이 사내유보금을 마치 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미
래를 위해 준비하여 둔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은
배당을 제외하면 모두 기업에 재투자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사내유보
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익잉여금의 실제 사용을 반영하여 "사내재투자금"이라고 이름
을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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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우 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Ⅰ.

개 요

□ 먼저

,

오늘 토론기회를 마련해주신 한국경제연구원(권태신 원장) 및 한국회계학회(손

성규 회장)께 감사드림.

□ 「사내유보금」은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기업 내부에 쌓여있는 유휴자금이라는 대중
의 오해로 인해 ‘환수’의 대상이 됐고, ‘게으른 돈’이라는 누명을 씌워 규제대상으로
거론한 지도 오래됐으며, 학계와 각종 단체의 해명에도 불구, 최근까지 법인세 인상
등의 배경자료로 거론되는 실정임.

◦ 최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의원발의안의 제안이유에도 사내유보금 증가를 법인
세 인상의 정당성 부여차원에서 활용하는 등 기업의 사내유보는 이제 예측불가
능한 국내외 경제,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다년간 성과가 모여
형성된 투자가능재원이 아니라 징수해야할 세금, 환수해야할 부정재산의 반열에
올라버린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함.

□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사내유보금 과세

,

법인세 인상 관련 정책입안에 신중을 요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이에 상장회사의 입장에서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공
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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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내유보금은 유휴자금이 아니며 현금은 더욱 아님

□ 기업은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배당과 세금 등의 형태로 타 경제주
체에 이전하고 남은 금액을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유보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것.

◦ 유보와 투자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유보금이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되지 않
고 머물러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임.

◦ 기업은 유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구입해 가동하
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지만 회계의 틀에서는 잉여금이 지속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의 자본계정에 그대로 쌓여 유보금을 형성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기업의 사내유보
금은 지속해서 늘어나야하는 것임.

□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유보현금비)은 지난

년간

15

14~19%

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임.

◦ 최근에는
◦

15%

정도로 수렴하는 상황이고 사내유보액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

지만, 결국 유보금이 모두 현금이라는 주장은 오해임.
년~2015년 계속 상장 코스피기업

1995

현금등가물은

개사의

443

조원에 불과

105.9

그림1)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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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내유보금

2015

조원 중

622.6

□ 현금성자산의 적정 보유규모는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

우리 기업이 현금성자

산 규모를 과도하게 가져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처
하기 위해 경영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

◦ 앞선 발표 내용에도 언급돼 있지만

,

현금성자산의 증가 추세는 국제적인 것이며

우리기업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 국가의 정부정책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함.

◦ 또한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는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임.
그림2) 외형지표과 현금성자산 변동 추이(단위: 조원)

(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년~2004년) 현금보유규모가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2000

볼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악화로 도산 기업이 속출하는 것을 목
격한 기업들이 학습을 통해 위기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임을 인지하게
된 효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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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 고유의 재무결정을 존중할 필요

□ 사내유보금과 배당은 동전의 양면으로 세금과 배당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사
내에 유보해 온 순이익의 합이 사내유보금임.

◦ 배당은 기업의 핵심 재무결정사항으로 기업가치를 보존하면서 주주에게 이익의 결실
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고려해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재무결정사
항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 기업의 자금조달

,

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 및 경영상황, 국제정세 등과 연계되어

있고 예측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요소까지 포함해 결정되는 것으로 기업 외부의 이
해관계자가 적정 배당을 정하는 일은 불가능함.

□ 적정배당이 고도의 재무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과제인 만큼 사내유보금 역시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판단해 그 규모가 크다고 말하
기는 어려운 것임.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순이익이 지속해서 쌓이기 마련이므로
결손이 발생하거나 순이익 규모 이상으로 배당하지 않는 한 유보금의 규모는 지
속적으로 커지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이 마치 쌓아두고 활용하지 않는 현금인 것처럼 인
식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우리 기업은 짧은 시간 머무르며 각 경제주체의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책임은 회피하
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의 마땅한 노력으로 적정 수준의 유보를 책정하는
재무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존중받아야 함.

◦ 또한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물론 건전한 시장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부 기업의 행태는 당연히 규제의 대상
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내유보금이 많다는 이유로 기업을 오해하는 일만은 이제
그만 멈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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