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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1)

요

약

대부분의 국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
정지원 외에도 보조적인 정책으로 조세지원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GDP대비 0.4%를 초과
하는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역량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의 개정이 실시되었다. 일본은 기업과 연구기관·대학 간의 공동연구
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였고, 중국은 추가
비용공제방식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프랑스는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장려하는 등 각국은 조
세지원제도를 활용도 제고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였다. 경
기둔화 및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
부는 민간 연구개발의 조세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혁신의 방향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동 제
도가 국가 혁신 역량 제고 및 활용도 높은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1)

1)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강
화방안 연구」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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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부분의 국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민간 연구

촉진을 위해 보조금(subsidy) 등의 재정지원 외에

개발에 대한 지원(재정+조세지원)이 0.42% 로 비

도 보조적인 정책으로 조세지원제도(Tax Incen-

교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tives)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2) 조세지원제

조세지원에 기반한 연구개발 지원은 GDP 대비

도는 행정적 편의성이 높아 정부의 시장개입 수

0.24% 수준으로 프랑스(0.26%) 다음으로 높아 비

단으로 종종 활용되는데3), 우리나라는 1960년 「외

교대상국 가운데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자도입촉진법」 의 ‘기술도입 비용에 대한 조세감

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면’을 시작으로 연구개발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

연구개발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

를 도입하여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

본고는 최근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지원제도를

발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

개정한 일본 및 중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개정

원하고 있다.

이유 및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한 정책

2) 조세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재
정지원과 달리, 세금의 감면 또는 공제를 통해 납세의무를 낮춰주는 간
접적인 정부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음.
3) 국회예산정책처(201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조세지원제도 기반 간접적 정부 지원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 기획재정부(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p.186.
민간 R&D투자에 대한 직접적 정부 지원

조세지원 데이터 부재

<그림 1> 2013년 국가별 GDP대비 R&D 재정 및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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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16),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6(http://dx.doi.org/10.1787/888933362440).

2.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운영 현황
2015년 OECD는 3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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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활용 현황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합계

세액공제 제도 조세특례 지원 총액 원천징수 세액공제 사회보장적립금 감면 가속상각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17
3
6
10

자료 : OECD(2015), COMPENDIUM OF R&D TAX INCENTIVE SCHEMES: OECD COUNTRIES AND SELECTED ECONOMIES,
2015 토대로 산업연구원(KIET) 재정리.

과, 33개국은 ① 연구개발 세액공제, ② 조세특례
지원제도, ③ 총액 원천징수 세액공제, ④ 사회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은 세액공제에 기반

장분담금 감면, ⑤ 가속상각제도 등의 5개 방식
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

5) OECD(2015), Compendium of R&D Tax Incentive Schemes : OECD
Countries and Selected Economi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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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연구개발 세액공제 개요

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7개국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해 추가비용공제방

주요 내용

6)

식(Super Deduction) 및 경감법인세율 등의 조
세특례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7) 이처럼 각국은 국가 실정에 맞추어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지원 또는 조세지원제
8)

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지출액 × 3∼6%
(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일반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등은 조세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① 당기분

신성장/원천기술

당해연도 발생액 × 20%(중소기업 30%)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2.8) 및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산업연구
원(KIET) 정리.

을 통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하였으며, 현재는 ① 세액공제, ② 출연금 등의 과

우리나라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에 의거

세특례, ③ 설비투자 세액공제, ④ 연구인력 활동

하여 도입한 ‘기술원조계약에 대한 조세의 감면’

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세
 액공제와 달리 통상적으로 지출금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산출세액에서 줄여줌.
7) 독일 등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만 실시하며, 조
세지원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8) 기획재정부(2015),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Ⅱ」에 따르면, 재정지출
정책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배분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조세
지출 정책은 사업 선정의 주체가 개별기업으로 기업이 투자할 대상사
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지향적 성격을 가진다고
정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1981
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시작으
로 본격화되었으며,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외에 2010년부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개발’을 도입하여, 관련부문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최근 개정 동향
최근 일본에서는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반한

프랑스는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 등

국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에 대한

을 신설하여 신기술요건9) 관련 연구 활성화 촉진

지원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조세지

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각국은 조세지원제

원제도를 개편하였다. 중국은 ‘고도신기술산업
중점분야’에만 적용하였던 추가비용공제방식을
‘Negative list’를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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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
 기술요건(Novelty Requirement)으로 ‘세계 최초 신기술’ 요건을 채택
하게 되면 R&D의 사회기여 효과가 가장 크게 됨. 이는 혁신에 투자하
는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이 커
지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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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정을 통해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

2013~2015년 기간 동안 일본은 국가 성장동력

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있는 실정이다.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부문의 조세지원제도에 대
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① 시험연구비 총
액, ② 특별시험연구비11), ③ 중소기업기술 기반

(1) 일본

강화12), ④ 시험연구비 증가분 등에 대한 세액공
일본은 1967년 ‘증가시험비 세액공제’를 통해

제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개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였

정을 통해 연구개발 부문의 공동연구 공제율 확대

으며, 현재는 ‘시험연구비 총액에 따른 세액공제’

와 세액공제 이월제도 폐지, 연구개발 지출액 규

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은

모에 따른 상이한 공제율 적용 등을 도입하여 제

청색신고법인(青色申告法人)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일본은 우리나라
의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총
액기준 방식과 증가기준 방식의 연구개발 세액공
제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10)

10) 2016년 일본의 법인세율은 23.4%.

도를 정비하였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제도는 오픈이노베이
11) 본
 제도의 지원대상은 ① 시험 연구비 금액 가운데 국가시험연구기관,
대학 또는 기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 ② 국가시험연구기관,
대학 또는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시험연구, ③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시험연구, ④ 희귀 의약품에 대한 시험연구 지출 등.
12) 본
 제도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억엔 이하의 법인이나 자본 또는
출자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상시 종업원수가 1,000명 이
하의 법인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중소기
업 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연구비 총액의 12%의 공제율로 세액을 공제
해주는 내용.

<표 3> 최근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개정 내용
개정 목적

개정 내용

2013

•국가 성장동력 및 국제경쟁력 강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총액기준방식 연구개발 세액공제 상한을 기
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존 20%→30% 확대
촉진을 위해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기업간의 공동연구 부문’ 추가

2014

•법인세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추가조치(증가형의 확충
및 고수준형 세액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
•향후 3년 이내 민간연구개발투자
•증가형은 증가율에 따라 공제율이 커지는 구조로 개정하여, 기존 시험
를 GDP대비 3% 규모로 확대시키
연구비 증가액에 5%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
기 위해
나, 시험연구비 증가액 증가율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2015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외부 기술 •오픈이노베이션형에 대한 공제율 대폭 인상 및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
업 지재권 사용료 등에 대한 지원 추가, 영구적 조치)
과 지식을 활용한 연구개발) 촉진
•대·중견·중소·벤처기업 및 중간 •총액기준방식 및 오픈이노베이션형 등에 대한 공제한도 30% 적용(총
연구기관, 대학 등의 각 공동연구 액형 25%, 오픈형 5%에 대해 별도 공제 상한 지정, 영구적 조치)
•연구개발세액공제 이월제도 폐지
활성화 위해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html), (검색 2016.6.30) 토대로 산업연구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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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기준 일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 개요
추가조치(2017년까지 한시적 조치)
[C. 증가형]
시험연구비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액＝
시험연구비 증가액×공제율(5~30%)

[A. 총액형]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선택

영구적 조치

[D. 고수준형]
시험연구비의 매출액의 10%를 넘었을 경우
공제액＝ 매출액의 10％ 초과하는
시험연구비 금액×공제율

공제상한
법인세액의
총 40%까지 공제가능
Ｃ·Ｄ
10％

[B. 오픈이노베이션형]
특별시험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공제액 =
시험 연구비의 총액×공제율(8~10%)
중소기업의 경우(자본금 1 억엔 이
하의 법인 등) 공제율 12%를 일률
적으로 적용

공제액 =
특별 시험 연구비의 총액×20 또는 30%
대학·특별 연구 기관 등과의 공동·위탁
연구의 경우 30%
기타(기업 간 공동·위탁 연구 등 중소기
업에서의 지재권 사용료)의 경우 20%

A
25％
B
5％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http://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html), ‘연구개발 세제-헤이세이27년
4월 이후의 제도 개요’(검색 2016.6.30) 토대로 산업연구원 재정리.

션형 세액공제이다. 오픈이노베이션형 세액공제

연구개발 지출 비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는 특별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당

대해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 세전가세

해연도 법인세액의 5% 한도 내에서 연구비 특별

공제, 税前加计扣除)13)를 실시하며, 이 외에 고도

시험연구비 총액의 20% 또는 30%의 세액을 공

신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14)에 대해 15%의 경

제해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

감법인세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15) 이 외에 국

및 특별시험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위탁연구, 기

가 주요 과학기술 연구 및 과학기술 주요 프로젝

업 간 연구 등에 대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였

트 수행에 필요한 수입 과학 장비 등에 대해 관세

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및 특별시험연구기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16), 17)

관 등과의 공동·위탁연구에 대해서는 특별시험

2015년 11월 중국은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비 지출의 30%를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공제

개정을 발표하였다.18) 과거 중국은 고도신기술기

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업 간 공동연구와 더
불어 추가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
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에 대해서는 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발
표하였다.

(2) 중국
중국은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을 위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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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
 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추
가비용 공제는 기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징수의 대상이 되는 세액결정
에 있어서, R&D 지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
를 징수하는 제도.
14) ①
 전자정보기술, ② 바이오·의학 기술, ③ 항공·우주 기술, ④ 신소재
기술, ⑤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기술, ⑥ 첨단 기술 서비스 산업, ⑦ 자
원·환경 기술, ⑧ 주력산업을 고도신기술산업으로의 전환 등
15) 2016년 기준 중국의 법인세율은 25%.
16) 중
 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hinatax.gov.cn/n810351/n81090
1/n848188/c1161506/content.html), 税收优惠制度 토대로 산업연
구원 정리.
17) Delotte(2015), 2015 Global Survey of R&D Incentives.
18) 중
 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

산 업 경 제 분 석

<표 4> 중국의 연구개발 추가비용 공제 배제 부문
지원 배제 산업

지원 배제 활동

•담배산업
•숙박 및 외식산업
•도매 및 소매업
2015년 11월 •부동산산업
•임대차 및 상업서비스 산업
개정 후
•엔터테인먼트산업
•MOF(Ministry of Finance)와 SAT(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에서 지정한 산업 등

•제품 및 서비스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 응용
•상업화 후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기존 제품/서비스/기술/소재/과정 등의 반복 또
는 단순 변경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및 시장 조사·분석활동
•정기 품질관리/검사/분석
•사회과학, 예술, 인류와 관련한 연구 등

자료 : EY한영(2015), China further expands the applicable scope for R&D Super Deduction 토대로 산업연구원 정리.

업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 시 발생한 연구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처는 연구개발비용 상

개발비용에 대해서만 150% 추가비용공제 혜택을

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간소

19)

부여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 혁신 자체뿐 아

니라 혁신 속도에 대한 중요도 인식으로 신산업

화하는 등 민간의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제도
를 정비하였다.

부문에만 적용되었던 추가비용공제를 응용 신기
술부문과 현재 기술/서비스 제품 등의 개선을 위

(3) 프랑스

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도 확대를 결정
하였다. 다만, ‘Negative List’를 지정하여 추가세

프랑스는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① 일반기업

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산업 및 활동에 대

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② 중소기업에 대한 이노

해 명시하였다.

베이션 세액공제 제도, ③ 혁신적인 신기업에 대

더불어 최근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비 지출 총

한 사회보장분담금 감면제도, ④ 과세소득에 대

액의 10% 한도 내에서 외부자문비용, 고신기술

한 가속상각 제도21)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개발 보험료, 출장비, 회의비 등을 추가비용

조사되었다.22)

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20)

프랑스는 세법상의 적격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

또한, 국내 위탁연구에 한하여 실제 발생비용의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규모, 업종, 국적 등을 불

80%를 추가비용 공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문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23), 비과세 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탁처와의 특수관계

업 중에도 ① 신규법인, ② 혁신적인 기업, ③ 경

5/c1878881/content.html),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
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 토대로 산업연구원 정리.
19) 중국은 국세[2009] 98호에 의거하여, 기술개발 비용의 추가비용공제
에 의한 발생분은 차년도로 이월 가능하며, 최대 5년 한도로 이월할
수 있음.
20) EY한영(2015), China further expands the applicable scope for R&D
Super Deduction.

영난에 처한 기업, ④ 코르시카섬(프랑스령 지중

21) 가
 속상각 제도는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설비투자 초기에
기업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제도.
22) 2016년 기준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33~38% 수준.
23) 프랑스의 연구개발 세액공제(CIR : le crédit d'impôt recherche).

2 0 1 6 0 8

49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해 섬)에 위치한 법인, ⑤ 연구개발 클러스터에 입
24)

법인세 100% 면제 등의 혜택과 재산세, 토지분담

지한 기업, 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 은

금, 기업부가가치 분담금 등에 대해 공제혜택을

연구개발과 관련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종사자 고용에 따라 발생

도화하고 있다.

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 가운

1983년에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
제(CIR)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증가기준방식

데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Incremental Based)으로 설계되었으나, 지원 확

2013년 프랑스는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

대를 위해 2004년부터는 증가기준방식과 총액

제 CII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기준방식(Volume Based)을 복합하여 운영하다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 공

가 2008년에는 총액기준방식으로 단일화하여 운

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시제품의 디자인 및

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신흥혁신기업(JEI;

파일럿 설치 등 상업화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

Jeune Entreprise Innovante)’에 대한 조세지원제

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본 조세지

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금 감면 등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① 지출이 제품 이노베

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창업의

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여야 하며, ② 시장에 아

형태로 설립된 8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총 지출

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③ 디자인, 성능,

의 최소 15%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신흥혁신기

기능적인 면 등의 검토 기준이 기존 제품보다 뛰

업의 지위를 부여하며, 자격 획득 첫해 소득세와

어난 성능을 가져야 하는 등 일반 연구개발 세액

24) 자료 : 파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entreprises.cci-parisidf.fr/web/reglementation/developpement-entreprise/droit-fiscal/
credit-impot-recherche(검색 : 2016.6.30) CIR- Tel est le cas des entreprises nouvelles(article 44 sexies du CGI), des jeunes entreprises
innovantes(article 44 sexies-0A du CGI), des entreprises créées pour
la reprise d'une entreprise en difficulté(article 44 septies du CGI), de
celles qui sont créées ou qui exercent leur activité dans les zones
franches urbaines(article 44 octies A du CGI), en Corse (article 44 decies du CGI), dans une zone de recherche et de développement d'un
pôle de compétitivité(article 44 undecies du CGI), des entreprises qui
créent des activités dans les bassins d'emploi à redynamiser(article
44 duodecies du CGI).

공제보다 ‘혁신적 활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
진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동 내용을 만족할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를 통
해 연간 40만유로 한도 내에서는 적격연구개발비
지출의 20%를 공제받고, 이 외에는 일반 연구개
발비 세액공제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
다. 모든 세액공제 혜택은 3년간 이월가능하며 환
불가능하다.

4. 시사점
2013~2015년의 기간 동안 일본, 중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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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에

산 업 경 제 분 석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세지원제도의 수단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문제점

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중

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였다. ① 후속제품 출시 등

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 여부, ② 국가지

확대보다는 ‘Negative List’ 지정을 통한 혁신방향

정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③ 중소기업과 대

에 대한 정부개입 완화, 더불어 단순 연구개발 투

기업의 공제혜택의 크기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

자에서 벗어나 ‘혁신적 활동’ 등을 보다 장려할 수

가운데 국가 중심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

있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정한 것으로 조

한 조세지원제도는 재정지원과의 중복성 및 재정

사되었다.

손실 초래 개연성 측면 외에도 정부 주도의 신산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업 결정이 시장의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지가 주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부문 연구개발 세

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액공제’ 등을 도입하는 등 국가 혁신역량 강화를

의 공동·위탁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

위해 재정지원뿐 아니라 조세지원도 강화하였다.

으로 나타나는 등 지식의 확산 및 스필오버효과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규

(Spillover effect)를 통한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위

모는 GDP대비 0.24%로 비교대상국 가운데 2위

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례로 2012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공동·

개발 혁신으로 인한 시장의 파급에 대해 체감이

위탁 R&D 투자는 급격히 감소(전년대비 35.2%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 시 세액공제

26)

기획재정부(2015) 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율 확대 정책을 통해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산학
간의 지식전달·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동

25) OECD(2016), 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6.
26) 기획재정부(2015),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Ⅱ」.

기술혁신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그림 3> 공동·위탁 R&D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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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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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및

현재와 같이 지원 분야를 열거해 지원하는 방식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학과 공동·위탁연구

다는 중국의 경우처럼 안되는 부분만 정해놓고 다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동

른 분야는 지원하는 Negative List 방식의 지원 정

일한 증가분 공제율의 적용(40%⟶50%) 등의 대

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제도 개정

더불어 현재 신성장동력 분야의 조세지원 시 조

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1항 및 2항에 제시된

의 방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별표 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및 별표

인다. 혁신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제시된 해당기술

지식창출 및 혁신의 토대가 되는 공동연구 활성화

만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의 혜택을

및 ‘Negative List’, 신기술요건 도입 등은 우리나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관련 미래 기술

연구개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면밀하

및 관련 산업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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