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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창조경제에 의해 국가 성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의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으로서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표본선정은 2010-2012년도 대한상공
회의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의 공시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등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간에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벤처기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세금감면, 세액공제, 유효성 

abstract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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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경제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은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므로 필수 인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의 정책을 실 하는 상황에서 민 력 거버

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벤처기업 육성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 노력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거래

소시장기업에 비해 IT 업종 등 신기술산업 주로 청년 

창업가의 비 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이 침체기 상태에 있어 정부에서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 에 

있다. 이와 련하여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육성을 한 

조세지원제도 강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행 조세지원제도로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국가

경제의 안 이슈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하고 성장잠

재력을 배양하기 하여 인 라를 강화하며, 과세의 공

평성을 기하고 효율 인 조세정책을 집행하기 한 제도

로서 특히, 벤처기업 보다는 거래소시장기업 주로 조

세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벤처기업의 이윤 창출이나 성

장에 극 인 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극히 드물다. 

김진수ㆍ김재진(2002)은 벤처기업의 이윤이 조세지원제

도의 활용도와 정(+)의 상 계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조세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한 이후에 나타

나는 결과로서 기업인이 우선 조세혜택 여부만을 단하

고 사업에 참여함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개정된 조세특례제

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하

기 한 조세지원정책이다. 

그 동안 부분의 선행연구는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을 자의 인 구분기 에 따라 그룹화하여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한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기업을 일반 소제조기업

과 벤처기업으로 분류한 후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효성에 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차별 인 조세지원의 상인 벤처

기업이 받는 조세지원이 정부가 의도한 로 벤처기업들

이 창업을 하거나 경  활성화를 해 효과가 있었는가

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세법상 특례규정이 의도한 기

능을 제 로 수행하여 벤처기업의 실질 인 조세부담에 

향을 미쳤는가를 분석, 평가함으로서 유효성 있는 정

책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정의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 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즉 벤

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 출기업을 

말한다. L. Bollinger, K. Hope, J.M. Utterback은 소수의 

핵심 기술자가 기술 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

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 Cooper는 연구개발을 강조

하거나 기술 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데 을 두

는 회사로 정의하 다. 

벤처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은 독립 소기업으로서 

독특한 고유기술, 첨단기술 서비스 등 지식과 기술집약

인 사업으로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서 높은 성장률

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소기업의 범 에 포함되며, 

소기업의 범 는 소기업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그 기 을 정하고 있다.

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첫째, 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

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를 시행령이 정한 

근로자수 기   자산총액기  이하로 정함으로써 양  

정의를 우선하고 있다. 

둘째, 소유  경 의 실질 인 독립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질  정의를 

일부 수용하고 있다.

2.2 벤처기업 현황 및 요건

1999년 말에 소기업청에 등록한 벤처기업 수는 

4,934개로 이들 부분이 신생 벤처기업으로 1년간 13배

의 성장을 보인 KOSDAQ의 팽창과 벤처캐피털의 양

 증가가 그 원인이 되었다. 

벤처기업 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1월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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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수는 29,104개로 유형별로는 벤처투자기업 701

개, 연구개발기업 1,476개, 기술평가보증기업 25,371개, 

기술평가 출기업 1,496개, 비벤처기업 60개로 분포되

어 있다. 이  매출액 1조 이상의 벤처기업도 5개를 배

출하 다. 한 2012년 말 기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 

R&D 투자비율은 2.9%로 기업 1.1%, 소기업 0.7%보

다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한다. 한 벤처법 제2조의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어 공인기 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유형 1(벤처투자)은 벤처투자기 으로부터 

투자받은 액이 자본 의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

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 의 7% 이상일 것), 투자 액

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둘째, 유형 2(연구개발)은 기술개발 진법 제7조 규정

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기업 으로

서 사업성 평가기 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

가 받아야 한다.

셋째, 유형 3(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 출)은 기술보

증기 이나 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하고,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 액 포

함) 는 진공의 출(보증 가능 액 포함. 직  취

한 신용 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등이다.

넷째, 유형 4( 비벤처)는 법인설립 는 사업자등록

을 비 인 자로서, 기술  사업계획이 기보, 진공으

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2.3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란 조세정책상 어느 특정한 산업이나 사

업을 지원하기 해 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세를 지연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측면에서 우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가경제의 운용상 공평과세보다 오히려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단기 경기조  는 특정 설비투자에 

한 수요창출 등을 해 직 으로 국고를 지원하거나 

간 으로 조세지원 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세지원제도에는 그 지원 방법에 따라 직

지원제도인 세액감면ㆍ세액공제ㆍ소득공제ㆍ비과세, 

간 지원 방식인 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 있어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창업 소기업으로서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의 조세지원 업종을 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과 억제권역과 성장 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하며 기본 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

에 해당되어야 한다. 

조세지원을 한 창업벤처 소기업 업종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  벤처 

지원정책  세제면의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창업벤처 소

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 로 소득이 발생한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015. 12. 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다.

둘째, 수도권 과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소

기업으로 복 세액감면 용은 불가하다.

셋째, 감면기간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1항, 2항).

넷째,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 소기업이 벤처확인일

(창업 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

업용재산에 해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3항).

다섯째,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창업벤처 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해 벤처확인

일(창업 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4 선행연구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율과 조세감

면비율 등 실질 인 조세부담을 측정하여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연구(Zimmerman 1983 ; 김동훈 

2002)가 있다. 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변경에 의한 

효과분석에 한 연구(이만우외 2000)가 있다.

Rosacker and Metcalf(1993)는 미국 연방법인세법에 

투자세액공제(ITC)의 제정, 세액공제율의 인상, 세법의 

폐지 등의 조세정책에 해 ITC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안숙찬(1996)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 상장된 

기업을 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된 기업의 실질

인 조세부담의 차이와 규모,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연구

개발투자비율, 수출비율, 이익증가율 등의 기업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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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인 계가 있는가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부채비

율,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조세부담에 유의 인 향을 미

치고 있으나 자본집약도, 수출비율은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근․이귀선(2002)은 코스닥 등록법인을 상으로 

이들 법인에 한 세제 혜택이 실제 기업들의 조세부담

을 감소시키고 어떤 기업들이 조세혜택을 받는지 실증분

석을 하 다. 그 결과 199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등록 이 보다 등록 후의 조세부담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한 벤처  소기업 여부가 코스닥 

등록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 는데, 일반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기업 에서도 소기업이 

비 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외(2006)는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  비 소

기업에서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이 서로 다른지에 해 실

증분석하 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은 다른 기

업 그룹에 비해 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 조세부담

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조세부담에 있어서 비 소기업, 비벤처 소

기업, 벤처기업의 순으로 낮아짐을 증명하 다. 

이형수와 김갑수(2010)은 코스닥 등록기업을 상으

로 내재  조세가 존재하는지와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기

업군에 비해 더욱 많은 조세헤택을 받는지에 해 실증

분석을 하 다. t-검증의 결과, 일반 으로 창업벤처기업

이 기타 기업에 비해 유의 으로 조세 혜택을 더 많이 받

고 있지만, 내재  조세의 존재여부는 비유의 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조세지원제도와 련된 선행연구의 부분

이 정부에서 창업벤처 소기업을 육성하기 해 시행한 

조세감면 등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하고 있으며, 일부 벤처기업에 한 조세감면제도에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려는 조세정책의 목표 달성여부의 악은 한계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 조세부담율의 차이와 

련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근을 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에 한 조세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그룹 사이의 조세부담

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후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

간의 조세부담율의 차이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3.1.1 세액공제제도의 유효성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안정 인 성장잠재력, 외경쟁

력을 확보하기 해 도입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가 

유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조세부

담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과세

표 의 계산, 납부세액의 계산으로 분류되는데, 각 항목들

은 개별기업의 조세부담액 결정에 직 으로 향을 미

치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는 이들 항목 에서 특히 세액

공제  감면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세액공제 

 감면항목들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

이 주 목 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으로 세액공제  감면

제도의 혜택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에서 세액공

제  감면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 간의 조세

부담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2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의 세액공제제도

의 유효성

국내 기업들은 일반 으로 자본력이 취약하며 일반

소기업에 비해 벤처기업은 소기업 에서 신기술 등으

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한다. 벤처기업은 벤처기

업 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의 경우 

보통 50% 정도의 감면을 받으므로 일반 소기업에 비해 

비교  많은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조세부담이 낮을 것이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간의 조세부담율에 차이가 있고, 조

세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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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간의 조세부

담율에 유의 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벤처기업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을 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의 표본기업에 하여 

연도별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

업 간에 조세부담율의 차이를 분석한다. 만약 차이가 있

다면 세액공제  감면제도가 유효성이 있는 것이며, 차

이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액공

제  감면제도로 인하여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분석

하도록 한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의 조세부담율에 차이

가 있는지에 한 분석을 한다. 즉 벤처기업은 실사를 통

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의 경우 50% 정도 

감면 받는 등 세제상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일반 소

기업에 비해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 차이가 어느 정도인

가를 살펴보고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 세액공제  감면제도의 유효성에 한 분

석을 한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별로 분석을 한다.

셋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에 한 조세부담율을 

분석한다. 

와 같은 분석에 공통 으로 사용되는 기본 인 변

수는 조세부담율이다. 이 변수에 한 정의를 하며, 기타 

변수로서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 유형별로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3.3.1 조세부담율

조세부담율은 다음의 식과 같이 조세부담능력에 한 

조세부담액에 비율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율 = 조세부담액 ÷ 조세부담능력

본 연구에서 조세부담능력은 과세 소득을 사용하

고, 조세부담액에 하여는 법인세부담액을 사용하 다. 

과세소득과 법인세부담액의 선정 이유와 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 소득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분

석결과가 다르겠지만 일반 인 정의는 과세 상소득을 

조세부담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상의 각 이익항목과 법인세

법상의 과세표 과 각 사업연도소득 모두 법인의 조세부

담능력의 기 이 될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

용된 법인세비용차감 순이익을 법인의 조세부담능력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조세부담액

법인의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부담액이란 명칭으로서 

법인세등명세서에 나타난 부담세액을 기 으로 설정하

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한 법인세는 법인세에 

부가되어 계산되는 주민세와 농어 특별세도 포함된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법인세등명세서에서 산출된 부담

세액을 사용한 근거는 법인세비용등명세서가 포함된 사

업보고서가 외부감사를 받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이며, 

그 세액이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액이므로 법인의 조

세부담액으로서는 다른 추정치나 보고서의 수치보다 더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세부담액을 산출하고자 소기업청, 한상공

회의소에서 공시된 업체의 매출액을 기 으로 법인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병행한다.

3.4 표본기업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기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벤처기업은 총 547개이며, 일반 소기업은 615개이다. 

표본에서 제외된 기업은 ① 증권ㆍ은행ㆍ보험업에 속하

는 기업, ② 3월, 6월, 9월 결산기업, ③ 측정된 유효법인

세율이 0보다 작은 기업, ④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변수

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락된 기업이다.

와 같은 기 에 의해 벤처기업은 설립연도가 2년 이

상의 기업, 일반 소기업은 설립연도가 2년 이상으로서 

도매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제한하여 랜덤하

게 표본추출하 으며, 실증분석에 필요한 일반 소기업

의 자료는 한상공회의소(Kirchabiz 회원자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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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 내 소기업 황정보시스템( 소기업 DB로서 매

출액 자료를 기 으로 법인세 추정)을 활용하 고, 벤처

기업의 재무자료는 코스닥 회 공시자료  NICE신용평

가정보(주)의 KIS-Value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 다. 

4. 실증분석

4.1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4.1.1 기술적 분석

표본기업 체에 하여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으

로 분류한 연도별 세액공제와 감면 건수는 <표 4.1>과 

같다.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 유형별 연평균 조세부담율

에 있어서 벤처기업은 20.09%, 일반 소기업은 23.18%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율이 일반 소

기업의 조세부담율에 비해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표

본기업의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수, 감면 액은 일반 소

기업은 기업당 평균 1.76개, 벤처기업은 1.78개의 세액공

제  감면을 받고 있으며, 평균공제액은 일반 소기업

은 연평균 39.30백만원, 벤처기업은 49.49백만원으로 나

타났다. 한편, 벤처기업은 기업당 평균 2.38개의 세액공

제  감면을 받고 있으며, 평균공제액은 1억 9,487만원

으로 나타났다.

<Table 4.1> tax deduction & tax reduction events
             (unit : events, %, million won)

categories
2010

year

2011

year

2012

year
Toal

number of 

enterprise

sma1l 

firms
176 180 191 547

venture

firms
195 207 213 615

rate of tax 

imposition

sma1l 

firms
23.25 24.17 24.82

69.54/

23.18

venture

firms
20.18 20.35 19.73

60.26/

20.09

number of 

deduction 

sma1l 

firms
1.59 1.73 1.95

5,27/

1.76

venture

firms
1.77 1.84 1.72

5.33/

1.78

number of 

average 

deduction

sma1l 

firms
35.14 40.02 42.73

117.89/

39.30

venture

firms
37.51 39.24 34.20

148.46/

49.49

4.1.2 세액공제 및 감면여부에 따른 조세부담율 

차이분석

<Table 4.2> difference analysis of tax-bearance 
rate by deduction benefit

variable

mean
standard 

deviation

t-

value
significantdependent 

variable

independen

t variable

rate of tax 

imposition

(2010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1.37 11.34

7.322 0.000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4.51 13.17

rate of tax 

imposition

(2011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3.19 9.55

8.272 0.000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5.80 15.93

rate of tax 

imposition

(2012년)

enterprise 

received 

deduction

24.72 8.74

5.729 0.003
enterprise 

unreceived 

deduction

27.12 13.57

<표 4.2>는 연구가설 1의 검증결과이다. 3개년도 모두 

세액공제  감면을 받은 기업의 조세부담율과 받지 못

한 기업의 조세부담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벤처기업에 한 세액공제와 조

세감면제도가 조세부담율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

로 조세정책지원제도가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의 조세부담율

차이에 대한 분석

<표 4.3>은 가설 2를 검증하기 한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유형별 연도별 조세부담율의 차이분석 결과

이다.

각 연도별로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율

의 평균은 2010년에는 일반 소기업 23.25%, 벤처기업 

20.18%, 2011년에는 일반 소기업 24.17%, 벤처기업 

20.35%, 2012년에는 일반 소기업 24.82%, 벤처기업 

19.73%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벤처기업이 일반 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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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해서도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제조업 주로 더욱 산업육

성정책이 집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변하는 내외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벤처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해 

극 인 조세지원정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단

된다. 

<Table 4.3> difference analysis about tax- 
bearance rate between small & 
medium firms and venture firms 

variables

mean

standard 

deivatio

n

t- 

value

signficant 

leve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rate of tax 

imposition

(2010)

sma1l firms 23.25 14.96

3.150 .030***venture

firms
20.18 17.10

 rate of tax 

imposition

(2011)

sma1l firms 24.17 13.17

4.671 .007***venture

firms
20.35 15.22

 rate of tax 

imposition

(2012)

sma1l firms 24.82 10.54

3.553 .000venture

firms
19.73 14.76

*** p<0.01 수 에서 유의함

5. 결 론

그 동안 부분의 선행연구는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을 자의 인 구분기 에 따라 그룹화하여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한 조세지원제도

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기업을 일반 소제조기업

과 벤처기업으로 분류한 후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그 실효성에 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에 한 조세

지원제도 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표본기업은 벤처기업의 경우 NICE신용평가

정보(주)의 KIS-Value에 수록된 자료와 코스닥 회에 

등록된 공시자료, 일반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청 내 

소기업 황정보시스템상의 자료를 활용하 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하 다.

이에 따라 유효성분석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벤처

기업, 일반 소기업 모두 조세부담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에 

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가 조세부담율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단된다. 

둘째,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조세부담율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벤처기업이 일반 소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

소기업에 해서도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간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제조업 주로 산업육성정책

이 집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사

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 동안 벤처기업과 소기업 육성정책이 융

지원 주로 지원되고 있었는 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에 부응하기 해 R&D기업형인 벤처기업 육성책의 하

나로서 극 인 세제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양한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단순화하고 지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매출규모가 작은 소기업, 개인기업에 

해서도 을 두어 지원하고, 조세정보가 부족한 이들 

기업에 해서는 신청이 없어도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의 유형별 실증분석의 

결과에서와 같이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감면 등의 조세지

원은 그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제시되었지만 특히, 청년창업 육성과 창조경

제를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

출과 연계되므로 벤처기업 육성의 재추진이 필요한 시

에 발맞추어 조세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 유형별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

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일반 소기업의 구분 기 을 약

간 과한 기업들에 해서는 조세의 불공정성이 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특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

원에 있어 창업연한, 기술가치평가, 펀드형 투자시 차등을 

둠으로써 신기술창업 문회사의 설립 등 벤처창업과 기존 

벤처기업의 사기 증진을 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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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액공제  감면제도를 조세정책상 지원제도로

서 더욱 유용하게 운용하기 해서는 조세지출 산제도

를 극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그 이

유는 특정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공평성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산학연 활동의 강화를 해 교수, 연구원의 벤처

기업 창업의 경우 생애주기별(창업, 도약, 성장, 재도 ), 

성장경로별(벤처확인 유형, 창업자 유형, 업력)로 다르게 

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등 특별지원하는 조세지원 정

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2014년도에 ‘벤처 창업자  생태계 조성 책’

이 시행되어 벤처기업에 한 엔젤투자에 한소득공제

가 최  50%까지 확 되고, 창업 후 벤처기업을 매각해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과세를 연장시켜주고, 기술기업의 

M&A에 해서도 세 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 하기 해서는 실효세율을 진 으로 높여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 1억 이하 출자와 투자

의 경우 70%, 1억 이상 3억 이하는 60%, 3억 이상은 50%

와 같이 확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벤처기업 투자세액공제, 연구  인력개

발설비에 한 세액공제의 확 가 필요하다. 재, 우리

나라는 연구개발비 총액과 과액에 한 세액공제로 분

류되는데 투자액의 7%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는 일본 10%, 만 35%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아 상향 조

정이 필요하고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세액공

제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3의 시장인 코

넥스기업 직 출자에 한 배당과 양도소득에 한 법인

세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하도록 했으나 간 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 기 을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정책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벤처기업에 

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벤처기업과 일반 소기업간 차이 을 인식하여 

투자 활성화 분 기 조성을 해 외국에 비해 상 으

로 낮은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근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

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료만을 분석하

으므로 향후에는 기업과 업종별, 벤처기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R&D 투자비율,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벤처기업간 비교 분석을 한 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매출액과 조세부담율은 경기변동과 국제

 경기흐름, 환율 등 외형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향

을 많이 받으므로 이에 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고찰하기 해 경제  비용가설을 용한 

리변수를 개발하지 않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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