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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의 저변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창업 초
기단계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자금조달난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 주요
국가는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엔젤투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로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소득공
제, ③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④ 엔젤투자 후 중도 매각하여 발
생한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① 엔젤투자 소
득·세액 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세액 면제, ③ 엔젤투자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 공제, ④ 엔젤투자 후 중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유예, ⑤ 엔젤투자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보유 시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스라엘은 엔젤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자 엔젤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엔젤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본도 엔젤투자 세제우대
조치로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소득공제, ③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 발생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요약하면 첫째,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둘째, 엔젤투자에 따른 자본이득 재투자 시 과세 유예, 셋째,
엔젤투자 손실공제제도 도입,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다섯째, 안정
적 엔젤투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1)

1) 본고는 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이슈페이퍼) 중 제5장(주요 국가의 엔젤투자 지원제
도와 시사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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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요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제도, 전문엔젤투자자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후진국 모두 창업 촉진에

확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창업정책을 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최근 엔젤투자자가

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외

증가하고, 엔젤투자 규모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환위기 이후 창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오고 있다.

있다. 그러나 2018년 엔젤투자액은 5,425억원으

창업기업은 창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로 벤처캐피털 투자(3조 4,249억원)의 15.8%에 이
르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2)

확보에 가장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향후 민간의 벤처창업자금 확충을 통한 혁신형

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VC)

금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창업 초기단계 기

투자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

업의 핵심 자금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엔젤

본고에서는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금원

투자 소득공제제도 도입(1997년), 엔젤투자지원

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 설립(2011년),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2011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엔젤투자 지원

년), 전문엔젤투자자 등록제도 및 TIPS 사업추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엔젤투자가 활

진(2014년), 엔젤모펀드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

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2015년), 크라우드펀딩 및 엔젤전용세컨더리펀

시하고자 한다.

드 조성(2016년),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R&D 사업
(2017년) 등을 추진하였다. 2020년에는 새로 제정
한 「벤처투자촉진법」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2)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 규모가 225억 달러(2017년)로 벤처캐피털 투자
의 24.9% 수준, GDP 대비 0.11%(한국 0.01%)로 조사(중소벤처기업부,
「엔젤투자 생태계 혁신 방안」 2018.4)

2. 미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미국 연방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엔젤투
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tax credit)를 도입하였으

나, 대부분 1년 단위로 적용하고 매년 연장해 줌에
따라 엔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왔다.
엔젤투자 세제우대조치는 ① 엔젤투자에서 발

2 0 2 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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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공제, ② 엔젤

중소벤처기업에 엔젤투자 시점에서 6개월 경

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한 후 매각하여 60일 이내에 타 회사에 재투자

소득세 감면, ③ 엔젤투자 후 중도에 매각하여 양

하는 경우는 재투자된 양도차익 중 일부 또는 전

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타 회사

부에 대해 자본이득 과세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하

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된 양도차익에 대한 과

고 있다(IRC code section 1045).

세 유예 등이 있다.
그러나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Protecting

2) 엔젤세제 적용 대상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PATH)를 마련함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

으로써 엔젤투자에 따른 한시적 세제혜택을 영구

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IRC code section

적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엔젤투

1202)은 ① 엔젤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자의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엔젤투

동안 해당 중소벤처기업은 자산 규모 5,000만 달

자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러 미만인 국내 회사(C형), ② 중소벤처기업 자산

연방정부와 별도로 미국의 州정부에서도 엔젤

의 80% 이상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등 별도의 세제혜택

용해야 하며, ③ 해당 주식은 중소벤처기업이 직

을 부여하고 있다.

접 발행하거나 증권업자가 발행하여 엔젤투자가
에게 교부해야 하고, ④ 해당 주식은 주식 이외의

(1) 연방정부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돈이나 다른 재산과 교환하여 취득하거나, 회사
에 제공하는 적격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

1) 주요 지원내용

되어야 한다.

엔젤투자 주식의 매각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0년 9월 27일 이

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IRC code

후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100%를 인

section 1244)은 ①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보

정(IRC code section 1202)하고 있다. 당초 공제율

통주 또는 우선주일 수 있으나, 해당 주식이 1994

은 양도차익의 50%였지만, 이후 60%, 75%로 점차

년 7월 19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보통주만 유효하

증가하다가 100%까지 인정하였다.

며, ② 주식을 발행할 때 기업의 총 자본금이 100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③ 엔젤투자자

는 경우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상쇄할 수 있

는 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취득

는 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경

해야 하며, ④ 주식이 발행된 날부터 시장에서 또

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율 혜택이 더욱 큰 경상손실

는 사적 거래를 통해 교환되지 않고 계속 보유하

(ordinary loss)로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간주하도

고 있어야 한다.

록 규정하고 있다(IRC code section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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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타 회사에 재투자하

엔젤투자 소득공제 지원내용은 ① 투자금액의

는 경우 재투자된 양도차익에 과세가 유예되도록

35%로 산정, ② 투자시점의 연도에 50%까지 신청

하고 있으며(IRC code section 1045), 대상 기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까지 나누어 공제,

나 주식은 기본적으로 IRC code section 1202와

③ 1년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10만 달

동일해야 한다

러4), ④ 투자시점의 연도에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10년에 걸쳐 이월 가능, ⑤ 1회에 한해 소득

(2) 주(州)정부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공제 권리 양도 및 교환 가능, ⑥ 사우스캐롤라이
나 시민이든 아니든 사우스캐롤라이나 시민에게

미국의 州정부도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엔젤투

소득공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있으며, 州정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뉴저지(New

Jersey)주의 엔젤투자 지원
프로그램
뉴저지주의 엔젤투자 세제지원 프로그램5) 중

1)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의
엔젤투자 지원 프로그램

엔젤투자(개인 및 법인)에 따른 소득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엔젤투자 세제지원 프

투자대상 기업의 조건은 ① 정규직 직원이 225

로그램3) 중 엔젤투자(개인)에 따른 소득공제 방

명 미만, 직원의 75% 이상 뉴저지주 근무, ② 뉴

식은 다음과 같다. 즉, 투자대상 기업의 조건은 ①

저지주에서 사업활동, 자본 소유 또는 사무실 운

업력 5년 미만, ②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본사 소

영, ③ 3가지(주 내에서 연구비 지출, 파일럿 스

재, ③ 25명 이하의 종사자, ④ 투자시점 이전에

케일 제조, 첨단분야 기술의 사업화) 중 하나 수

매년 200만 달러 미만의 총수입(gross income),

행, ④ 주사업 분야에서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하

⑤ 제조업 등 지정업종 영위, ⑥ 엔젤투자를 받기

고 있어야 한다.

이전에 州정부로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엔젤투

엔젤투자 조건은 ① 엔젤투자자로 개인 또

자자의 조건은 ①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는 법인 가능, ② 적격투자는 뉴저지주의 첨단

받은 적격투자자, ②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

기술 기업에 환불되지 않는 현금이 적격 형태

업, ③ 투자시점의 해당연도 말까지 세제혜택 신

(주식 취득, 합작투자의 지분 취득, 기술이전, 마

청, ④ 소득정산(tax return) 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케팅 권리, 구매, 생산, 연구개발 계약)로 이전되

제출해야 한다.
3) https://venturesouth.vc/south-carolina-angel-investor-credit 참조함.
2020년 1월 기준으로 세제지원은 만료되어 후속 입법을 기다리고 있
는 중이다.

4) 28만 5,714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35%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5) https://www.njeda.com/technology_lifesciences/angel_investor_tax_
credit_progra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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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며, ③ 현금이 이전되는 적격 형태는 최소

업에 투자한 경우는 25%), ② 소득공제 한도 50만

2년간 유지되어야 하고, ④ 증권시장 상장, 인수

달러, ③ 개인투자자는 소득공제를 이월할 수 없는

합병, 투자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의 발생 등으

반면 법인투자자는 15년간 나누어 이월 가능, ④ 법

로 환불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투자자가 합병 대상이 되거나 인수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지원내용은 ① 투자금액의 20%로 산
정(단, 소수민족 기업, 여성기업, 특정 지역 소재 기

해에는 합병(인수) 추진기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
는 한 소득공제를 이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기타 사항으로 1년에 주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는 EIS와 유사하나 혜택의 대상과 규모는 소기업

소득공제 총금액은 2,500만 달러이므로 소득공제

에 적합하도록 차별화하였다. 엔젤투자 세제우대

신청의 총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순

조치에서 구조적으로 상이한 것은 EIS 체계에서는

서대로 다음 연도에 처리한다.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를 유예하는 것

영국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

에 그치나, SEIS 체계에서는 추가적으로 양도차익

자자에게 다양한 세제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

또한 영국은 사회적 기업 등이 통상적인 방식

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기

으로는 합리적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업투자지원제도(EIS)를 도입하였다.

을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

엔젤투자 세제우대조치는 ① 엔젤투자에 따른

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사회적기

소득세 세액 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

업투자지원제도(SITR)를 도입하였는데, 기본구

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액 면제, ③ 엔젤투자 후 주

조는 EIS 체계에 기반을 두었으나 고유한 특성을

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추가로 갖고 있다. 즉, 엔젤투자 세제우대조치에

또는 소득공제, ④ 엔젤투자 후 중도에 매각하여

서 EIS 체계와 상이한 것은 투자방식이 주식취득

발생한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equity)뿐만 아니라 사채발행(debt investment)

대한 과세유예, ⑤ 상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보유

및 대여(loan)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상속세를 면제한다.
영국 정부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

(1)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6)

로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초기기업투
자지원제도(SEIS)를 도입하였는데, 전반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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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지원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

산 업 경 제 분 석

eme: EIS)는 적격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한 엔젤

존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자

투자자에게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공제 또

본이득세 50% 감면, ⑤ SEIS 투자주식을 상속받는

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6)

경우 2년 이상 보유하면 상속세를 100% 감면한다.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100만 파운드 이내

사회적기업 투자지원제도(Social Investment

의 투자금액에 대해 30% 소득세 세액공제 및 전

Tax Relief: SITR)는 적격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엔

7)

연도 소득세 공제로 이월(carry-back) 가능 , ② 3

젤투자자에게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공제

년 이상 보유한 EIS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

및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득세 면제, ③ EIS 주식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100만 파운드 이내

경우는 소득 또는 자본이득의 산정에서 차감, ④

의 모든 투자(주식취득 또는 사채)에 대해 30%의

자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연도 소득세

에 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존 자산을 처

공제로 이월(carry-back) 가능, ② 3년 이상 SITR

분하면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무제 유

을 준수하는 경우 처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한 자

예, ⑤ EIS 투자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2년 보유하

본이득세 면제, ③ SITR 투자가 주식취득인 경우

면 상속세의 100%를 감면하되, 해당 주식이 상장

에만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소득의 산정

되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에서 차감할 수 있고, 상속세 감면도 신청 가능, ④

초기기업 투자지원제도(Seed Enterprise In-

자산을 처분(2014년 4월 5일 이후)한 후에 SITR

vestment Scheme: SEIS)는 적격 초기단계 소기업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존 자산을 처분하면서

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수 있도

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록 허용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10만 파운드 이내의
모든 투자에 대해 50%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2) 엔젤투자에 따른 세제 적용 대상

수 있고, 전연도 소득세 공제로 이월(carry-back)
가능, ②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SEIS 주식의 양

엔젤투자자가 EIS 투자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

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③ SEIS 주식 처

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EIS 적격기업8)

분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 또는 자본이득의

은 ① 비상장 기업, ② 영국 내에 설립된 기업, ③

산정에서 차감, ④ SEIS 주식이 아닌 자산을 처분

기업 총자산이 엔젤투자 이전 시점에서 1,500만 파

하여 당해 연도에 SEIS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

운드 이하이며, 엔젤투자 이후에도 1,600만 파운
드 이하, ④ 주식발행 전후 7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6) https://www.ukbaa.org.uk/services-for-investors/resources/tax-relief/
참조.
7) 지식집약기업(knowledge intensive company)에 100만 파운드 이상 투
자하는 경우에는 200만 파운드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8) 조건 지식집약기업(knowledge intensive company)의 경우에는 종업원
규모가 500명, EIS 투자 유치가능 규모는 연간 1,000만 파운드, 누적기
준으로 2,000만 파운드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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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며, ⑤ 투자시점에서 종업원

15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사용될 것,

수 250명 미만, ⑥ 타 회사로부터 지배되지 않아야

⑥ 사전에 EIS 또는 VCT 제도9)로 자금을 유치한

하고, ⑦ EIS에서 정의된 적격분야에서 주된 영업

기업은 SEIS 제도로 투자유치할 수 없다.

활동 수행, ⑧ EIS투자 유치규모는 연간 500만 파
운드, 누적 1,200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9)

SEIS 적격 엔젤투자자의 조건은 ① 영국의 납
세자, ② SEIS 적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EIS 적격 엔젤투자자 조건은 ① 영국의 납세자,

것, ③ SEIS 체계에서 해당 기업 보유주식의 지분

② EIS 적격기업과 특수관계(종업원, 파트너, 급

이 30% 이하, ④ SEIS 소득세 세액공제를 이연할

여를 받는 이사)에 있지 않을 것, ③ 신주 취득, ④

수 없다.

EIS 소득세 세액공제 이연(carry-forward) 불가,

엔젤투자자가 SITR 투자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

⑤ 투자조합 등(partnership structure)을 통해 투

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SITR 적격기

자한 경우는 EIS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업 조건은 ① 자선단체, 공동체공익단체, 공동체

있다. 엔젤투자자가 SEIS 투자를 통해 세제혜택

이익회사, 기타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할 것, ② 기

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SEIS 적격

업의 총자산이 엔젤투자 시점에서 1,500만 파운

기업의 조건은 ① 신규 적격 사업을 수행하고 있

드 이하, 투자 유치 후 1,600만 파운드 이하, ③ 투

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을 것, ② 투자시점에서 종

자시점에서 종업원 수 250명 미만, ④ 타 기업으

업원 수 25명 미만, ③ 기업의 총자산이 엔젤투자

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것, ⑤ 투자유치 후 3년 이

시점에서 20만 파운드 이하, ④ 최근 주식거래 기

내에 상장되지 않을 것, ⑥ SITR 투자 유치규모는

간이 2년 이내일 것, ⑤ SEIS투자 유치규모는 누적

3년마다 30만 파운드, 누적 150만 파운드까지 가
능하다. SITR 적격 엔젤투자자 조건은 ① SEIS 적

9) VCT(Venture Capital Trust)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고위험, 비상장 기업
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5년에 도입된 일종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으로서 개인투자자는 VCT 주식을 취득하고,
대형 투자회사의 펀드매니저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VCT는 고위험, 비상
장 기업 등 적격 기업에 투자한다.

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② SITR 체계
에서 해당 기업 보유주식의 지분이 30% 이하, ③
SITR 소득세 세액공제를 이연할 수 없다.

4. 이스라엘의 엔젤투자 지원제도10)
이스라엘 정부는10)엔젤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2011년 2011~2012 Eco-

10) https://www.arnon.co.il/article/angels-law-%E2%80%93-israeli-taxbenefits-individuals와 https://www.worldservicesgroup.com/publications.asp?action=article&artid=7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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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c Policy Law의 Section 20을 개정하여 소위 이
스라엘 엔젤법을 한시적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산 업 경 제 분 석

엔젤투자 세제우대조치는 투자금액의 100%를

치-주식취득 비용)으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공제

소득공제하며, 당초 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받은 혜택을 주식취득 비용에서 차감함으로써 양

31일까지 5년간 적용하였으나, 2016년에 2019년

도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시 이중혜택을 방지하고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 조치하고, 일부

있다. 자본이득세율은 20~25%인 반면, 소득세율

내용도 추가하였다.

은 44%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은 상당
한 수준이다.

(1)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2) 엔젤투자 세제의 적용 대상
11)

이스라엘은 적격 기업당 500만 셰켈(NIS) 한
도 내에서 투자주식을 수혜기간 동안 보유하면 투

적격 기업의 조건은 타깃기업 또는 창업기업

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시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우선 타깃기업의 조

점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의 기간을 수혜기간(Ben-

건은 ① 이스라엘 내에서 운영하고 지배될 것, ②

12)

efit Period) 이라고 부르며, 소득공제는 수혜기

수혜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미상장될 것, ③ 수혜

간 동안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최소한 투자받은 금액의 75% 이상을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차익을 (매각 시 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것, ④ 연구개발 비용이 기
업의 전체비용 대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11) New Israeli Shekel의 약어로서 이스라엘의 화페단위이며, 1 NIS =
345.33원(2020년 2월 16일 기준)이다.
12) 수혜기간의 시작은 투자를 실행한 날짜와 실제로 주식이 발행된 날짜
중 늦은 시점에서 기산한다(2016년 개정법).

것, ⑤ 수혜기간 동안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75%
가 이스라엘 내에서 지출될 것, ⑥ 기업이 투자유
치한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에는 기업 수입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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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 비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의 전체비용 대비 70% 이

창업기업의 조건(2016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상의 비중 차지, ⑥ 기업의 주된 활동은 연구개

트랙)은 ① 투자 시점 기준으로 업력 48개월 이

발에서 나오고, 개발된 지식재산권 소유, ⑦ 기

내, 이스라엘 내에서 운영하고 지배될 것, ② 매

업의 비용지출이 주로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

출액은 투자 시점 이전에 연간 200만 셰켈 또는

져야 한다.

누적 매출액 4,500만 셰켈 이내, ③ 지출액은 투

적격 엔젤투자자의 조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파

자시점 이전에 연간 300만 셰켈 또는 누적 지출

트너십(partnership)까지 확대(2016년 개정법)하

액 1,200만 셰켈 이내, ④ 기업 내에 적립된 현금

였으며, 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가능

(엔젤투자 금액 포함) 총액 1,200만 셰켈 이내, ⑤

하도록 하고 있다(2016년 개정법).

5. 일본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일본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

영하고 있다.

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개인투자자)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1997년 최초로 엔젤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제도를

경우의 세제혜택은 투자한 시점과 벤처기업의 주

도입하였으며, 이후 엔젤투자에 따른 세금우대

식을 매각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 시

조치를 확대해오고 있다.

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우대조치는 ① 엔젤투

엔젤투자 세제우대조치는 ① 엔젤투자에 따른

자에 따른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액 전액을 그 해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

의 다른 주식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주식 매각

익에 대한 소득공제, ③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우대조치는 엔젤투자

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있다.

한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를 감면하고 있다.

(1)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엔젤투자한 시점(당해 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우대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일본은 창업 촉진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대조치 A는 창업 3년 미만의 새로운 사업을 실

새로운 사업에서 창업하여 얼마되지 않은 기업

시하는 기업에 엔젤투자한 금액은 그 해의 총소득

에 주식투자하는 개인투자가에 대해 세제우대조

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액 상

치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원활하

한은 총소득금액의 40% 또는 1,000만엔 중 적은

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엔젤세제를 도입하여 운

금액이다. 우대조치 B는 창업 10년 미만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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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엔젤투자한 금액에 대

투자한 투자액 전액을 그 해의 다른 주식양도차

해 전액을 그 해의 주식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다.

익에서 공제해주는데, 공제대상 투자액의 상한은

엔젤투자 후 주식매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없다.

수 있는 우대조치는 그 해의 주식양도 차익과 통

엔젤투자 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산(通算)할 뿐만 아니라 그 해에 통산하지 못한 손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실을 익년 이후 3년에 걸쳐 이월할 수 있으며 순차

의 1호부터 5호까지 정의하는 중소기업인데, 이

적으로 주식양도 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
업과 같다. 엔젤세제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기업

(2) 엔젤세제의 적용 대상

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① 특정 주
주집단으로부터 투자합계가 5/6(약 83%)을 초과

엔젤세제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엔젤

하지 않는 회사, ② 대규모 법인(자본금 1억엔 초

투자한 연도의 감세조치(우대세제 A 또는 우대세

과 등) 및 당해 대규모 법인과 특수관계(자회사

제 B)에 따른 우대조치별로 요건이 다르다. 매각

등)에 있는 법인의 소유가 아닐 것, ③ 미등록·미

시점에서의 감세조치는 우대조치 A, 우대조치 B

상장 주식회사로 미풍양속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행하지 않는 회사이다.

우대조치 A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창업(설립)

한편, 엔젤 감세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의 요

3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

건은 ① 엔젤자금을 불입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즉, 엔젤투자 대상기업 투

주식을 취득할 것, ② 대상기업이 동족회사인 경

자액 -2,000엔을 그 해의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데,

우, 소유비율(주식비율 또는 의결권 보유 비율)이

공제대상 투자액 상한은 총소득액 × 40%와 1,000

큰 것으로부터 제3위까지의 주식(그 친족이나 관

만엔 중 낮은 쪽이다.

계회사 등) 소유비율을 순차적으로 가산하여, 그

우대조치 B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창업(설립)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엔젤투자 대상 기업에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때 주주가 아닐 것
이다.

6. 정책적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창업을 촉진하고,

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주요 세제지원제도는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 및

위해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제도

세액 공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공제,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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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주식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소득세 감

적 기업 투자지원제도(SITR)를 도입하여 적격 사

면, 기존 엔젤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하여 양도차

회적 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에게 소득 및 자본

익금을 적격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과세 유예, 사

이득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고 있다는

회적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지원제도 등이다. 선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진 주요 국가의 엔젤투자 지원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한도
를 엔젤투자자 소득금액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첫째, 엔젤투자의 속성은 고위험 투자이므로

방식에서 투자대상 기업당 소득공제의 한도를 두

엔젤투자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여 엔젤투자가 위

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총소득

축되지 않도록 미국·영국·일본과 같이 엔젤투자

액의 40%, 우리나라는 종합소득금액의 50%로 소

손실공제(loss relief)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기

즉, 우리나라도 적격기업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업당 500만 셰켈(NIS)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한 후에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 또는

10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기업의 개수는 제

자본이득의 산정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식양도차익에 대

요가 있다.

하여 100% 소득공제하며, 기업당 양도차익의 한

둘째, 엔젤투자자가 기 투자한 상태에서 3년 이

도는 1,000만 달러 또는 투자자금의 10배 중 큰 금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기거나 더 유망한

액으로 하고 기업의 개수는 제한하지 않는다(IRC

투자기업을 추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 기존 투

code section 1202).

자금을 회수하여 양도차익금을 적격 기업에 재투

다섯째, 엔젤투자 대상기업을 정부의 산업·기

자할 수 있도록 과세를 유예하는 롤오버(rollover)

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속성에 따라 소득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범위와 한도를 차별화시킬

IRC code section 1045, 영국은 EIS, SEIS, SITR 제

필요가 있다. 영국은 대상기업의 특성에 따라 EIS,

도 등을 통해 투자금의 (중도)회수로 인해 과세

SEIS, SITR 등 차별화된 세제지원 체계를 운영하

대상 자본이득을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를 유예하

고 있으며, EIS의 경우에도 지식집약기업(knowl-

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edge intensive company)에 더욱 유리한 혜택을

을 일정기간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유예제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州정부도 州정부별 산업

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성 전략에 따라 엔젤투자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셋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특정업종(첨단기술업종 등), 특정기업(여성기업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영국과 같이 사회적 기

등)에 따라 차별화시켜 적용한다. 일본은 창업 10

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년 미만의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에 엔젤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해의 주식양도 차익에서

가 있다. 영국은 EIS, SEIS에 이어 2014년에 사회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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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엔젤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등 세제지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였으나, Protecting

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PATH)를 마련함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으로써 엔젤투자에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2000년대 초반부터 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tax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엔젤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credit)를 대부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매년 연장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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