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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 경제 주체 중의 하나인 기업은 ‘성장과 생존’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갖 

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때 비로 

소 기업은 성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개별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이 국가 전체의 경제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 또한 기업 문 

화가 잘 발달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사례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생존이다 기업이 아무리 성장잠재 

력이 높고 수익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수명이 짧거나 생존이 불확실할 경우 장기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서의 기업의 의미가 퇴색된다 영구기업 (going concern) 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품 개발， 판매， 신규 사업 투자 등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기본 

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생존 관점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실태는 어떠한지 삼펴보자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기업의 역사가 짧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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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강한 유교적 전통이 오랜 기간 널리 퍼져있었으며， 서구 문 

화에 대한 개방도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기엽이면서 지금도 

생존해 있는 기업은 문호개방 시기인 1896년에 설립된 두산과 1897년에 설립된 동화약품제약 

으로서 올해로 각각 112주년. 11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200년이 넘는 기업이 5.586개 

가 존재하는 세계적인 현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수도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다 1)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존속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은 

10.4년2)으로 2000년대 초반의 IT 창업 열풍과 더 빨라진 기업 홍망 주기를 감안하더라도 상 

당히 짧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50년이 넘게 존속한 기업이 총 3 .400여 개에 그치는데 반해 3) 

일본은 100년 이상의 중소기업만 1만 5천 개 이상 보유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1 최근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 

고자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영 시스랩을 선진화하여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지 

라도， 그 기업의 뒤률 이을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전후(戰後) 1960 

- 1970년대 사이에 중소기업을 창립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주역들은 이제 고령화 

되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가업승계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이을 ot땅한 사람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숭계를 위한 절차와 

각종 제도가 큰 부담이 되어서 심지어는 기업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몇몇 

대기업이 주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임을 주지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업승계와 관련한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난 50년간은 정부 주도하에 일부 대기업들이 급속 

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따라서 기업경영의 대한 논의 또한 주로 대기업에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이를 뒷받침 

1)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41개국에 5.586社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시아(57.5% 

3.214社)와 유럽 (42.0%. 2.345社)에 분포)(한은조사연구 2008~ 13.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접』 
본문 P. 2-3) 

2) 한은조사연구 2008~13.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벚 시사점 J 본운 P 2 

3) 중소기업중앙회 T중소기업 통계DB，. 2007년 자료(설립년도별 사업체 수에서 1950년대 이전 설립 기업들 
의 수를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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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는 사실과 그들이 당연한 가업숭계 문제 즉 기업의 존속을 위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경제성장에 이 

바지함을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한다 n장에서는 우리의 논의대상이 될 중소기업을 명확히 

한정하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며 .m장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이 당연한 

가업승계의 문제를 다방연으로 분석할 것이다 W장에서는 중소기업 문화가 잘 발달한 선진국의 

중소기업의 가업숭계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살펴보고.V장에서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 

업 실태에 맞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II.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中小企業. small & medium enterprisesl은 전체 기업체를 근로자의 수 혹은 자 

본금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한 기업들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각 

총 법률로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활동의 자유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헌법상의 조항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법률은 1966년 12훨 6일에 공포된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소기업의 정의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의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가본볍〉의 제2조 제 1항에서는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종 

합적으로 창작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할 것을 영시했을 뿐만 아니라， 소유 및 경영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는 것까지도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 펼수적인 사항임을 병시하였다는데 

그 특정이 있다고 하겠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표 1)과 같으나， 다른 어떠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천명을 초 

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겠다 51 

4) <헌법 123조〉에 명시된 중소기엽의 권익 보호 사항은 다음과 감다 

제 3 항 국가는 중소기업올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 5 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 현황J. P. 11) 

5)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 현황J. P. 13-14 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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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소기업의 업종벌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엽총 범위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산업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빛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엽，공연산업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뉴스 제공업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A업 

6 기타 모든 엽총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 현황" P. 14 , <별표 1) 재편， 가공 

덧붙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으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관련법은 정부의 변화나 경제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기 

도 하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다 개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첫째， 도소 

매 • 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을 13개 업종에서 상향 조정， 둘째， 중소기엽 제외기준 개선 및 독립성 

기준 강화， 셋째， 비상장 법인(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의 자본금 산정방볍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 

다 7)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함 

7) 중소기업중앙회， '2007 중소기업 현황， p. 15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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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CD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CZ; 

중소기업이 노동고용에 기여하는 수준.Q) 국가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 

업의 생산성 추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A+B+C) 

3.022.0537H 
(100%) 

소기업 (A) 

2.923.6497H 
(96.7%) 

R
-
깨
 이υ
 

贊% 

중소기업 (A+B) 

3.017.7877H 
(99.8%) 

대기엽 (C) 

4.2667H 
(0 .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동겨IDB，. 2007년 자료 중 재면 가공 

(http://220. 71 .4 .48: 8080/nsiiu/v iew/stat do?task = viewStatTbl&act = new&tblid = DT _H500 1 
OO&orgid = 340&path =통계작성 기관별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일반현황 > 중소기업 전산업현황 
(1인이상) ) 사업체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기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8%로 절대 

다수의 기업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중소기업의 수와 그 비 

중을 살펴보기 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정을 찾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본다면. 미국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수는 5.680천여 개로 전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8) 일본은 300 

인 미만의 중소기업체수가 6.071천여 개로 전체의 99.2%를 차지하고 있다 9) 국가 경제규모 차 

이에 따른 총 기업체 수의 차이를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비율상으로는 선진국들과 큰 자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이 그들 국가 경제 

에 미치는 영향과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줄 갓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중소기엽 

의 노동고용 수준을 통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고용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파악할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블은 전체 근로자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릎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은 50.2%. 일본은 79.9%를 차지함10)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중 

8) 중소기업연구원 「햄國 Jd쩌 터 4의 ItJ!j、企業政짜，. 2005. P 16 

9) 중소기업연구원， ‘~~國. *1렛， 리*의 cr小企똥政찌， .2005. P. 18 

10) 중소기엉연구원 γ'""찌 )":피~. CI 4c의 1↑"1 、;"."'['1:"". 2005. P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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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도산할 때 발생할 일자리 감소 효과가 매우 를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표 3) 중소기업이 노동고용에 기여하는 수준 

전체 (A+B+C) 소기업 (A) 중기업(B) 중소기업 (A+B) 대기업 (C) 

12 .445.088명 7.737.904명 3.146.746명 10.884.650명 1.560 .438병 

(1 00%) (62.2%) (25.3%) (87.5%) (1 2.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통계DB，. 2007년 자료 중 재면 가공 

(http://220.71.4 .48:8080/nsiiu/view/stat.do?task =viewStatTbl&act= new&tblid = DT _H5001 
lO&orgid = 340&path =통계작성 기관별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일반현황 > 중소기업 전산업현황 

(1인이상) > 종사자수) 

다음에 제시되는 〈표 4)는 국가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1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비중의 변화를 눈 여겨 보도록 한다 

〈표 4) 국가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연도 
총수출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중소기업 비중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천달러) (%) 

2006 325 .464.848 103.692.602 220.966.671 805.576 31.9 

2005 284 .418.743 92.128 .407 192.055.964 234.372 32.4 

2004 253.844.672 90.384.864 163.195 .487 264.321 35.6 

2003 193.817 .443 81.698.654 112.015.325 103 .464 42.2 

2002 162 .470.528 68.307.855 94.052.888 109.785 42 

2001 150 .439.144 64.600.340 85.738.010 100.794 42.9 

료 중소기업중앙회 f중소기업 통계DB，. 2007년 자료 중 재편， 가공 

ttp://220.71 .4.48:8080/nsiiu/view/stat.do?task = viewStatTbl&act = new&tblid = DT_H4000 
~orgid = 340&path =통계작성 기관별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일반현황 > 중소기업 수출현황)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에 전체 기 

중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 라 경제의 대기업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응을 시사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국제 

쟁력 상실 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이 자료 

통해 뒷받침 할수 있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엽활동의 효율성 척도라 

고 할 수 있는 총자본 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은 대부분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의 

을 걷고 있다 이러한 경영 효율성의 감소는 영세한 규모로 인한 자금난，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_ 1')')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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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난， 기술 집약화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활동과 고용을 비롯한 경제 분야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수익성을 잃어간다면 바로 국가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표 5) 중소기업의 생산성 추이 

항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천왼) 33.800.95 35.609.92 37.647.59 40.799.64 41 .432.72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천원) 133.083.9 139.15 1. 5 149 .424.8 158.270.1 169.097.1 

총자본 투자효율(%) 30.38 30.52 30.92 30.8 28.95 

설비투자효율(%) 72 .4 73.97 76.08 76.37 73.04 

부가가치율(%) 25 .4 25.59 I 25.2 25.78 24.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통계DBι 2007년 자료 중 재연， 가공 

(http://220.71 .4 .48:8080/nsiiu/view/stat.do?task =viewStatTbl&act = new&tblid = DT_E5211 
5&orgid = 340&path =통계작성 기관별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경영지표 > 주요경영지표추이 

(1 983-2006년)) 

III. 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태 분석 

3.1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 및 산업 발전은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 

진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철강， 건설， 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외 수출을 담당하는 일부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기업가 정신으로 창엽하여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중소기업인틀이 

기업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찾는데 겪는 어려움이다 즉， 지금까지 생존해온 많은 중소기업의 

CEO가 고령화됨에 따라 지속적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 승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에，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마한다 자본의 조달이 용이하고. 세금을 감 

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주로 가족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적절한 기업 

숭계자를 찾지 못하면 그대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n장에서 언급한 대로， 중소기업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 문제가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업숭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자 최근 중소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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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 설문 조사자의 87.1% 가량이 가업을 숭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희망은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6-70세 90% ， 71-75세 95.2% , 76-80세 94% , 81세 이상 

100%)의 CEO들이 승계 의향이 매우 높아짐을 보였다 11) 먼저 가업을 숭계하고자 하는 사람들 

은， 자신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애착(74% ， 복수응답 가능)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 

업경영의 노하우 유지 (69.5.%) ,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배려 (35.6%)도 적지 않았다 12) 이 

를 통해 대다수의 1세대 기업인틀은 자신의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지속적인 기업 생존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업숭계 계획이 없는 기업인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을 임직원에게 양도하거나(44%) , 타인에게라도 기업을 매 

각(27.8%)13)해서라도 자신이 창립한 기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87%가 넘는 기업인들이 가업숭계를 회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를 하거나 계획 

을 수립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조사에 따르면 가업숭계를 실질적으 

로 준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비중은 55.4%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후계자 양성 

계획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4) 이는， 앞서 살펴본 높은 가업숭계 의사가 구체 

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가엽숭계 과정에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 

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그림 1) 

l 현재 승계과정 진행중 

현재 계획 수립중 

g 멸다른 후계자 

앙성계획 없응 

〈그림 1 ) 가업승계 진행성 

아울러， 가업승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에 대한 설문 결과(그림 2) 또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기업인들이 가업숭계의 절차가 3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11) 신상철 「가업숭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년 P. 21 

12) 신상철， 전게서， P. 23 

13) 신상철. 전게서 P. 22 

14) 신상철 전게서 ,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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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15)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걸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제도나 기업 외부환경의 변화， 

혹은 오랜 승계 준비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승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숭계가 임박한 중소기업 l세대 경영자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얄 수 있다 

〈그림 2> 가업승계에 필요한 기간 

3.2 문제의 근본 원인 

1 년 미만 

1-3년 

l1li 3-5년 

.5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소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가업숭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무 

엇인지 크게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가엽숭계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상 

속 · 증여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3>은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16) 과중한 조세부담을 우려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8.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 

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속 · 증여세는 모두 무상재산이전과세의 일종으로서，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부과 

되는 방식이며(유산과세형)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취득과세형)이다 상 

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은 상속 받은 사람이 되며，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피하고자 살아 있는 동안 

15) 선상철 r가업숭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A 중소기업연구원 2007년 P. 28 

16) 신상철 전게서 .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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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 판련 과중환 조셰부담 

창업 후째대가 승계톨 원지 않융 쁨뿜 16.9% 

지톨구조의 톡잡성으로 인한 슐겨l 곤란 빼뿔 13.5% 

78.2% 

이
〕
 

었
 뼈
 

”“ 

장
 

-Ra--* 

되
」
 

!
흩
·
-
*
 
주
1
 

!
…
톨
톰
 의
 

.
뼈
-
-
계
 

?
쁨
 않
 

m
&
톨
 

가
 

램
 혐
 녕
 

쐐
 잭
 잉
 

뺑
 뺑
 

뼈
 엠
 

가
 

41.0% 후계자의 톨확상한 경영 역량 

재산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증여세 또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이다 2000년에 개정된 

법안에서는 상속할 재산 규모가 1억원 이하 시에는 10%.5억원 이하 시에는 20% , 10억원 이하 

시에는 30% , 30억원 이하 시에는 40% ， 30억원 초과시에는 50%의 세율을 규정하였다 17)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주식이 이전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경영 

권의 상속에 대해 중과세 18) 하는 것이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 상속 대상 재산이 200억일 때에는 총 상속세 

로만 77억 9천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9) 

이러한 현실은 상속세를 점차 줄여나가거나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237H국 중에서 58%인 71개국이 상속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 

국의 최고상속세율 50%는 미국， 일본과 더불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머지 52개국의 평균세율은 21%임을 감안할 때 20)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4 , 5)는 기은경제연구소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 결과로서， 상속 · 증여세 부당이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부담 가능 정도를 나타내 

고 있다 21) 현재의 기업 상태로는 상속 ·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못한다는 기엽의 ll]중이 25%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본절적인 이유는 크거'13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은 현금 등 세금납부에 펼요한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48 ， 8%) 

17) 김정호， 'CFE Report 상속세 이래서 폐지해야 한cj-， , 자유기엽원 2008년， p , 5-6 수정 인용 

18) 김정호， 전게서. 2008년 p , 7 

19) 동아일보， 2008년 6월 18일자 r중견 마1企， ’‘대 잇다간 망할 판‘」 참조 

20) 김정호 'CFE Report 상속세， 이래서 폐지해야 한다， , 자유기업원， 2008년， p , 8-9 수정 인용 

21 ) 동아일보， 2008년 6월 18일자 r중견 中企， “대 잇다간 망할 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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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속 ·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할수 있나 

〈그림 4> 상속 • 증여세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많은 중소기업의 상속 대상 재산 중 기계， 공장 부지 등의 필수 설비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기계를 매각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 

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지분을 적정 가치평가가 하기 힘들다는 의견 (3 1. 0%) , 보유 

지분으로 납부하게 되면 경영권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 (20.0%) 이 이어졌다 22) 

중소기업의 가업숭계를 어렵게 하는 다른 요인은 의식적인 측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의 존속을 위한 숭계가 타인의 눈에는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그 규모를 막론하고 자신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품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이러한 역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할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업은 대를 이어 나가며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에도 불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업숭계가 단순히 가족을 통한 부의 대물렴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데 문 

제의 핵심이 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가져다 주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l년에 정부가 거둬드라는 상속 · 증여세는 2조 3890억 원 (2006년 기준)인데 반해 중소기업이 존 

속함으로써 얻는 고용 창출， 수출 증대， 세수 증가， 산업 발전 효과는 이를 훨씬 뛰어 넘는다는 주 

장도 있다 23) 독일의 BMW , 일본의 도요타 등은 가족이 가엽을 승계 받으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로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의 유수기업들 중 상당수가 가업 숭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23) 매일경제신문 2008년 5월 14일 주최 가엽숭계 문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 증 수정 인용 

(http://news . mk.co. kr/outside/view. php?year = 2008& no = 3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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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알수있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도 나름의 논리를 지니 

고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부터 투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도모하면서 기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 비리 눈 감아주기 등 각 

종 부정과 편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기업 지배 

구조와 운영의 불투명성이 가져오는 국민들의 불신 또한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기업이 자초한 결과 

일 것이다 특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인 듯하다 단적인 예로， 일부 대기업들 

의 승계 과정에 대한 비리 사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이를 얄 수 있다 이건회 전 삼 

성그룹 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이재용 씨로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분제， 혹은 현 

대판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현대그룹과 두산그룹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가족간의 불화가 언론 

의 조명을 받으면서 가업숭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업승 

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비단 대기엽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해당되는 문 

제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정적 인식이 중소기업 

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며 종국에는 중소기업의 볼락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주지하여야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위상과 그 영향력에 대한 국민들의 합일되지 않은 인식에서 그 기원을 찾 

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몇몇 대기업의 역할만 강하게 부각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즉 1 중소기 

업은 수출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보조하는 납뜸업체， 하청업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으며， 자 

연스럽게 그들이 보여준 고용 창출효과나 기술력 등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 문화가 잘 발달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이다 일본은 세계에 

서 가장 많은 장수기엽을 보유하고 있으며 24) 많은 장수기업들이 옛날부터 가엽승계를 통해 자신 

의 분야에만 매진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의 

존하는 부품 · 소재 분야의 핵심 원전기술은 일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평범한 

회사원이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것도 일본 내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사회적 위상 

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건설적인 성장과 장기 생 

존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영향력과 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 

24) 정후식 T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한은 조사연구 2008년.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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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N.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 

최근 중소기엽의 가업숭계 활성화를 위한 미국. EU.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가틀의 주요 대응은 

각종 세제의 감면과 지왼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속과 관련한 세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점차 그 비증을 낮추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가업승계 자문， 홍보활동 등의 다양한 지왼을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 모두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W장에서는 일본과 독일， 미국의 가업승계 활성 

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어야 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1 일본의 가업승계 정책과 시사점 

일본에서는 가업숭계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나라와는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할증과세가 

없다 또한 상속세 등의 중소기업관련 세제를 대폭 축소하는 동 국내 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 

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2006년도에 상속세 최고세 

율을 70%에서 50%로 대폭 감연하였으며， 2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 이자율의 조정도 함께 등장 

하였다 25) 

안정적인 경영숭계와 경영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006년에 개정된 회사 

법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을 보장하였고， 기업은 의사 결정권한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 

게 되었다 즉， 경영권을 가질 승계자에게는 보통주를 제공하고， 사업과 무관한 상속인에게는 의결 

권 제한주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 

다 26) 또한 2007년에는 기업 주식의 평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위의 두 개정안은 우리나 

라의 중소기업인들이 상속 · 증여세에 대한 과중함을 느끼는 두 가지 이유인 지분을 적정 가치평가 

가 하기 힘틀다는 의견과， 보유 지분으로 납부하게 되변 경영권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해소 

할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수 있다 

이러한 법률적 측면 외에도， 사업숭계 가이드라인 검토위원회‘ 사업승계관련 회사법제도 검토위 

원회， 사업승계 상속법제 검토위원회라는 이름의 3개 위왼회를 설치 • 운영 중에 있으며， 승계를 

앞둔 기업틀에게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 다른 가엽승계 왼활화 지왼 제도로는 2006년에 신 

25) 신상철 r가업숭계 활성화플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ι ， 중소기업연구원. 2007년 P. 49-50 

26) 신상철， 전게서.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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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사업계속펀드와 사업승계에 대한 융자제도 신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27) 

덧붙여， 일본 중소기업이 가진 강점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통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연구하 

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노력이 정부의 지 

원과 어우러져 장기 생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에게 좋은 교 

훈이 될 수 있을것이다 

4.2 독일의 가업승계 정책과 시사점 

독일은 전체기업의 약 84%가 가족기업의 형태이며， 이는 독일 내 전체 일자리의 2/3.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당당하고 있다 28) 따라서 독일정부는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 생존 보장과 경쟁력 강화， 고용효과의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올바른 가엽숭계를 장려하 

고 있으며， 사회전체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로 독일은 가업승계의 촉진을 위해 1994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할인평가제도를 실 

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25% 할인평가를 실시하 

여 상속세 납부를 완화， 중소기업인틀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1996년부터는 자녀가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친족， 종업원。l 계숭하는 경우에도 감연 대상이 되 

었다 상속세율은 7% - 50%로 최대 상속세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으나 사업용 자산과 관련 

한 상속세에 대해서 22.5만 유로를 공제한 후에 그 잔액에서 다시 35%를 공제해 줌으로써 설질 

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29) 

정부 정책 차원의 두 번째 노력으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 연방경제기숭부(BMWi)가 2001년부터 주도한 넥스트(NEXXT)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다소 비판적이었던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을 최대한 줄이고， 가업승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대중에 널리 알려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사업에는 독일상공회의소，독일재 

건은행 동 26개 경제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독일 전 

역의 이해 당사자를 연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업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업거래소， 컨설팅 업무， 승계절차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자 네트워크 형 

27) 신상설， 전게서. P. 52 

28) 신상철， 전게서 P. 55 

29) 신상철. 전게서.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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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업숭계 주니어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30) 

4.3 미국의 가업승계 정책과 시사점 

미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2001년에 상속세를 정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 

다 31) 우리나라 기업인틀이 가업승계 시에 느끼는 어려움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높은 상속세율 

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사업숭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1997년에 

.적격 소규모 사업자산의 비과세 조치 (QFOBI: Qualified Family Owned Business Interest 

Exemption) ’를 단행하였다 이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최고 130만 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경제성장 및 감세조정법안을 통해 2010년에 연방 유산 

세(상속세) 및 세대생략세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2) 

추가적으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소기업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하 

는 미국은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규제와 간섭을 통해 경제 주제의 활동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준다는 병목으로 

인위적인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직접지원은 일정 수준에 한정하며， 주로 민간기관을 활용하거나 

민간지원제도를 보완하는 간접지원방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생적인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환 

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3)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 

목 아래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나 가업숭계 상의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V.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영향력과 가업숭계에 대한 현실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과중한 세부담 때문이며， ‘부의 대물럼’이라는 사회 전체적인 부정적 시각 또한 가 

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성콩적인 가업승 

계가 꼭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며， 이러한 준비 부족이 많은 중소기 

업의 몰락과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주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W장에 

30) Economic Review , r증소기업 가업숭계 성공 X파일，. 2008년 6월 18일자 

31 ) 신상첼 T가업숭겨1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J. 중소기엽연구왼 2007년. P. 60 

32) G-Economy. '중소기업 가업승계 Inside 1 선진국들의 가업숭계는기. 2007년 11월 

33) 이윤보 ?영용國 • 美國 • 日本의 中小企業政策』 증소기업연구원 2005년 12월 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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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소기업 문화가 잘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의 중소기업 지왼 및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본 장에서는 위의 논의와 시사점 

을 토대로 가업승계의 가장 큰 부담인 상속 · 증여세 개선방안과 가업숭계에 대한 인식 전환 차왼 

에서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5.1 상속 · 증여세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뉴질랜드나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궁극적으로 상속 · 증여세가 완전히 폐 

지되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 이양과 승계가 가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2조 4천억 원 가량의 

상속 · 증여세가 국정활동에 필요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첫째， 상 

속세의 최고세율 낮추기， 둘째.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의 폐지， 마지막으로 할인명가제의 도 

입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앞서 언급한대로 50%(최고세율)로서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다‘ 최고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기엽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릅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거나， 가엽숭계에 관련한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는 합리 

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성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은 기계 

나 생산설비 등의 고정자산인 경우가 많으며， 이를 매각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 

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업승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상속 • 증여세의 감면이며， 그 수준은 국가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 

구왼， 기은경제연구소가 제시한 상속세율 인하 요구안은 현행 ‘ 10억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에서 ‘ 10억 -50억 이하 40% , 50억 초과 45%로 낮추는 것 34)을 핵심으로 하며， 정부는 이 

제안의 실효성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의 폐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지 

분율이 50%이하인 경우 20% 할증， 50% 초과의 경우 30%를 할증평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 15%의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35) 예를 들어， CEO가 평가 자산이 30억 원을 넘 

는 기업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고자 51%의 지분을 상속하려 한다면， 최고 상속세율인 50%에 

30%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종국에는 65%라는 염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주식을 처분 

할 경우 지분율이 하락하여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거나1 혹은 과다한 상속세로 인해 전체 사업크기 

34) 동아일보. 2008년 6월 18일자 r중견 中企， 대 잇다간 망할 판‘j 참조 

35) 조세일보 2008년 1월 30일자‘ r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제개선 급하다 상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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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 제도적 측연으로는， 기업 가지의 할인평가제 도입이다 할인평가제는 앞서 제시된 상속 

세율의 인하와는 달리 과세 표준이 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방식으로써. 가업숭계의 활성 

화를 위해 상속세율의 인하를 쓰거나， 혹은 할인평가제를 사용하거나 서로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 

용할수있을것이다 

5.2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방안 

앞서 언급된 가업숭계의 두 번째 어려움은， 가엽의 승계가 기업의 존속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축적한 부를 세습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소기업 창립자들이 기업을 지속하지 않고 자신의 세대만 존속할 정도로 운영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하며， 나아가 기업가 정신의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의 몰락， 중소기 

업이 갖는 고용에 대한 영향력 감소 퉁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기업간의 연계 

를 통해 가엽숭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좋은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 스스로는 지배 구조와 경영의 투명화， 각종 비리와 부정의 근절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 관례와 숭계 과정은 사람들에게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일 

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러한 불신을 단기간에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 

거한 원칙 위주의 기업 경영은 사람틀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실한 상속 • 증여세 납부 문화는 가업숭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을 줄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에게 필요한 가업숭계 활성화 정책은 독일의 NEXXT 정책에서 그 방향을 원을 

수 있다 가업숭계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NEXXT는 가업숭계 정보 공유 

사업‘ 예비 경영자 교육 사업을 담당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 

용시킨다면 크게 가엽승계 인식 개선 사업， 숭계지원 정보 제공 빛 컨설팅 제공 사업， 후계자 양성 

프로그랩 제공의 3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업숭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기관이나 관계 단체와 함께 중소기업이 국가경 

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가져 오는 다양한 장점 등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중소기업이 올바른 가업승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존 및 성장할 때 기대되는 고 

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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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을 물려주고자 해도，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제때 승계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업숭계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운용，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의 설문에 의하면 가업숭계 관련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체 응답자의 75 .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혹은 전문가로부터 승계 컨설팅을 받았다 

는 사람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6) 한편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한 가업숭계 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자를 위한 사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 

의 설립이 필요하다 m장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인틀은 가업승계를 위해서 3년 이상 

의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후계자들이 받는 경영훈련은 기업 내에서의 

On-the-J ob Training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예비 CEO 들에게 법률， 세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거나 가 

업숭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강연을 통해 후계자들의 기업 경영능력을 키우는데 집중 

해야한다 

VI. 매으마 
ÃC그 E크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규모는 영세하지만 수많은 기업들 

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면서 국부 장출과 고용 창출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파악한 여러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종 세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삼펴본 독일， 일본 동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강국이 가 

진 뛰어난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기숭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생존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 달리，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중한 상속 · 증여세와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가업을 잇지 못하고 

폐업을 하거나 매각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기업이 

갖고 있던 고유한 기술력， 경영 노하우 등 중요한 무형자산들이 사장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기 때문 

에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는 중소기업의 승계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관심의 제고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36) 신상철가업숭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 중소기업연구원‘ 2007년 P.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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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하며， 기업이 가업숭계 시에 느끼는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개혁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기업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투병한 경영활동과 

숭계과정을 통해 가엽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주체의 노력이 하나의 단결된 힘을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중 

소기업의 장기 생존과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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