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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기술도입 가에 한 조세감면 적용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이 시행된 지 37년

이 경과하 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은 상

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경쟁할만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나 GDP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선진국수준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역사가 짧고 연구개발비의 절 규모가 작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한 지

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한 차등지원철폐, 경제불황기의 연구개발 지원강

화, 지원제도의 단순화 및 조세지원절차의 간소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의 기존 지원제도의 보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은 기업 위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의 저변을 확 하

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술집

약형 중소기업에 한 최저한세 차등적용,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 재실시, 중소기업과 기

업간의 협동연구에 한 지원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다.

I. 머리말

조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지만 한편으로는 경

제정책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1960년 이후 정부주도로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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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조세지원제도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1)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는 1970년 까지 특정산업 지원체제로 운 되었으나 1980

년 초반부터는 기능별 지원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능별 조세지원

을 지향하는 현행 조세지원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가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이다. 

기술개발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역시 막 하다. 그러나 규모 자금이 소요되면서도 일반 투자활동에 비해

투자성과의 회수기간이 길고 투자성과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적으

로 볼 때 충분한 기술개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

한 세계 각국은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지원, 자금지원, 인력지

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수

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은 아직도 외국의 기술도

입을 통한 상품화∙응용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

로 경쟁할만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1b, p. 271]. 무한

경쟁시 에 생존과 번 을 위해 그리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과학기

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의 발굴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 중 조세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국가경쟁력을 유지 발전시

킬 수 있는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지원제도는

다른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률은 높으나 이용효과는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표 II-5> 참조).

1966년 기술도입 가에 한 조세감면 적용을 시작으로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

이 시행된 지 37년이 경과하 다. 1970년 와 1980년 초반에 걸쳐 새로운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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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1965년 말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

세지원제도는 본격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5년단위의 한시법으로 운 되어

오던 동 법은 1998년부터는 구법 체제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원의 범위나 금액에

한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큰 틀의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최근들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몇몇 조세지원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원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식, 기술, 정보로 변되는 21세기 로벌 경제에서 선진외국과의 경쟁에 처하

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기술개발의 활

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그동안 시행되어온 기술개발 관련 조세지원제

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조세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 현황

1. 조세지원제도

조세지원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직접지원방식과 준비금의 손금산

입이라는 간접지원방식이 있다.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1966

년 기술도입 가에 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면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촉진

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도입시기별로 나타내면 <표 II-1> 같다.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는 1970년 들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

입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 한 소득세 감면 등

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0년 에는 종전의 산업별 조세지원이 기

능별 지원체제로 전환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한 관세감면이 도입되는 등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

되었다. 1990년 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도입되

었으나 2000년 말에 폐지되었다. 또한 1998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조세지원제도에 일

몰법체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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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1980년 초반까지는 새로운 제

도를 활발히 도입하 으나, 1990년 이후에는 기존의 지원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지

원제도의 적용범위와 한도를 조정하는 등 지원제도의 내실과 효율적인 운 에 중점

을 두었다. 2000년 에 들어와서는 기존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몇몇 지

원제도는 폐지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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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도입시기별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

구분 연도197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이전 72년 74년 78년 79년 81년 82년 84년 86년 95년 96년 00년 01년 02년

기술개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투자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한 관세 감면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지방세 면제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한 특별소비

세 경감

기술이전 기술이전소득에 한 세액감면

촉진 기술도입 가에 한 조세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한 지방세 감면

기술개발 외국인 기술자에 한 소득세 감면

인력지원 현장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

*신기술기업화자산에 한 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자료: 이만우 외 2인, “새로운 조세규범하에서의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세

무학연구」, 2000, p. 43.
손원익,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1997, pp. 36-61.

2) 최근들어 폐지된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는 기술개발선도물품에 한 특별소비세 경감, 현장

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가 있다. 

기술개발선도물품에 한 특별소비세 경감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 중 통령령으로 정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3)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손금산입하는 제

도로 1972년부터 도입되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위하는 기업은 수입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

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은 수입금액

의 5/100만큼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중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사용한 부분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부터 3년간 환입하고, 미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일시환

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1990년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에 한 세법개정 중 상업종, 손금산입

한도, 사용기준 등과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표 II-2>와 같다.

그 동안의 변천과정을 보면 손금산입 상업종은 계속적으로 확 되어오다 2000년

에는 전업종으로 확 되었다. 그러나 손금산입한도는 일반산업의 경우 1990년 수입

금액의 3%로 상향조정된 이래 변화가 없으며,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부품∙

소재산업은 1995년, 1996년, 2001년에 각각 5%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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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품에 해서는 4년간 특별소비세 기본세율의 10%, 다음 1년간은 기본세율의 40%,

그 다음 1년간은 기본세율의 70%만을 특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1999년 12월에 관

련 시행령이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는 물품이 없다.

현장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공

장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를 실

시하는 제도로 2000년 폐지되었다.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한 특별소비세 면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

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으

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제

도로 2001년 폐지되었다.

3) 한편 시험연구용 자산에 하여는 건축물∙기계장치 5년, 광학기기∙시험기기∙측정기기∙

공구는 3년의 내용연수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자산에 비해 빠른 시간내에 손금산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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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연도 개정내용

1990년 손금산입한도: 일반산업은 수입금액의 3%, 기술집약적 산업은 수입금액의 4%로 상향조

정(2배 확 )

중소기업 추가인정제도 폐지

1992년 사용기간: 지출의 성격에 관계없이 4년거치 3년 분할 환입

1993년 상업종: 무역업, 연구 및 개발업 추가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산업시스템 및 환경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추가

사용기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설계업무용 물품∙장비 등의 구입비용 추가

사용기간: 3년거치 3년 분할환입

1994년 준비금 사용기준: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업이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 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추가

1995년 상업종: 방송업, 물류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추가

엔지니어링산업에 토목, 기계, 전기∙전자∙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비파괴검사

업 추가

유전자산업은 생물산업으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추가

손금산입한도: 자본재산업은 수입금액의 5%로 확

사용기준: 수탁기업체 협의회 출연기금 추가

1996년 상업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추가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으로 확

손금산입한도: 기술집약적산업은 수입금액의 5%로 확

1998년 상업종: 텔레비전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뉴스제공업 추가

포장 및 충전업 추가

공업디자인서비스업을‘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으로 확

2000년 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

사용기준: 기술평가비용 추가

2001년 손금산입한도: 부품∙소재산업은 수입금액의 5%로 확

사용기준: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한 출자금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인증비용추가

자료: 1996년까지는 손원익,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1997, p. 44 참조.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하는 제도로 1981년에 도입되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을 위하는 기업은 당해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발생한 연

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

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

력개발비의 15/100만큼을 세액공제할 수도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상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하여 공

제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를 적용받는 비용은 <부록>과 같다.

1990년 이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한 세법 개정 중 상업종 및

세액공제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표 II-3>과 같다.

그 동안의 변천과정을 보면 세액공제 상업종은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2000

년 전업종으로 확 되었다. 한편,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지출액에 한 세액공제율

이 계속 하향조정되어 오다 2000년 완전히 폐지되고(중소기업 제외), 초과지출액에

해서만 세액공제가 실시되고 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1974년에 도입되었다. 세액공제 상이 되는 시설은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다.

1990년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에 한 세법개정 중

세액공제 상, 세액공제율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표 II-4>와 같다.

그 동안의 변천과정을 보면, 1996년 일시상각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세액공제율도

1998년 5%로 단일화됨에 따라 동 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감소하 다. 그러나 2001년

개정에서 세액공제율이 10%로 상향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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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연도 개정내용

1990년 세액공제율: 사내직업훈련비에 한해 지출액의 15%

1991년 세액공제율: 당해연도 지출액의 10%+초과지출액의 10%( 기업)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초과지출액의 10%(중소기업)로 조정

1992년 세액공제율: 당해연도 지출액의 5%+초과지출액의 25%( 기업)

당해연도 지출액의 10%+초과지출액의 25%(중소기업)로 조정

이월기간: 5년으로 연장

1993년 상업종: 연구 및 개발업 추가

세액공제율: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소기업은 15%) 또는 초과지출액의 50% 중 택일

1994년 적용 상비용: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기업이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 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사내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1995년 상업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물류산업 추가

세액공제율: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지출한 경우 10% 

이월기간: 자본재산업은 7년

기타산업은 5년

1996년 상업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추가

금융∙보험업 제외

이월기간: 7년(단일화)

1998년 상업종: 텔레비전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뉴스제공업 추가

포장 및 충전업 추가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을‘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패션디자인업’으로 확

적용 상비용: 2002년 문제 해결을 위한 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2000년 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

세액공제율: 기업은 초과지출액의 50%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초과지출액의 50% 중 택일

귀속시기: 발생주의

적용 상비용: 기술평가비용 추가

2001년 적용 상비용: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획득비용

자료: 1996년까지는 손원익,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1997, p. 44 참조.



(4) 기술이전소득에 한 세액감면

기술의 양도∙ 여∙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 세액의 50% 또는 기술취득금

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감면하는 제도이다.4) 단, 기술취득금액에

한 세액감면은 당해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한다. 세액감면 상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양도 또는 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제공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기술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당해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

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기술자에 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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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연도 개정내용

1992년 일시상각률: 국산 신기술기업화 자산에 한해 90%(외국산 50%)로 상향조정

1993년 세액공제율: 연구시험용시설의 세액공제율 10% 유지(외국산은 5%로 인하)

일시상각률: 연구시험용 시설은 70%(외국산은 50%)로 하향조정

직업훈련용시설∙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은 50%(외국산 30%)로 하향조정

1994년 적용 상: 신기술기업화 사업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최초 기업화 포함.

1996년 일시상각제도 폐지

세액공제율: 연구시험용 시설 10%(외국산은 5%)

직업훈련용시설∙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 10%(외국산은 3%)

1998년 세액공제율: 5%로 단일화

2001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조정

4) 내국인에게 제공된 기술이전소득에 하여는 1998년까지 100% 세액감면(외국인의 경우에는

50%)하 으며, 기술취득금액에 하여는 1999년까지 5%를 세액감면하 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6) 기술도입 가에 한 조세감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 가에 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

다.

(7) 학술연구용품에 한 관세감면

기업부설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하여 관세의 80/100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학술연구용품을 관세감면 상물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

지 신청서를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9)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한 지방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 동안 재산세∙종합토

지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01년 9월과 10월 두달에 걸쳐 중소기업청에 등록

된 706개 벤처기업을 상으로 실시한 주요기술지원제도 이용실태조사(<표 II-5>)에

의하면, 24개의 기술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제도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지원이었으며(52.0%) 두 번째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조세지원제도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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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43.9%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조사 상 기술개발 조세

지원제도 중 이용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학술연구용품에 한 관세감면이었으며, 연

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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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제도 이용실태

(단위: %)

인지도 이용률 이용효과*

조세지원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82.3 43.9 3.98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80.5 33.0 3.93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72.9 28.8 3.87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60.0 16.4 4.0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 80.3 28.1 4.35
통한 기술개발보조지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79.5 29.9 4.43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68.3 16.2 4.25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33.4 4.8 4.24

기술개발정책자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74.8 9.1 4.31
금융지원 산업기술자금 82.8 18.0 4.26

정보화촉진기금 76.0 20.4 4.26
시중은행 자체자금 융자지원 79.5 33.5 3.97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93.3 52.0 4.26
벤처캐피탈 투융자 81.2 17.9 4.32

인력 정보 및 기술지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96.6 42.7 4.44
과학기술정보원 등 기술정보지원 54.8 5.8 4.18
출연(연), 중진공 등 애로기술지원 62.9 13.0 3.76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컨소시움 78.3 34.2 3.77
창업보육센터 67.1 14.2 4.20
산업표준화 및 시험 평가지원 57.6 5.7 3.85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시장 출연(연) 연구성과 민간이전 61.5 8.2 4.08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 KT, NT, IT 등 우수신기술 인증 84.0 20.1 4.20

장 실상 등 포상 시상 85.7 13.7 4.14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59.9 2.6 3.62

*「효과가 매우 큼」5점부터「매우 작음」1점까지의 5점척도에 의한 평점.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의 R&D 현황과 기술개발지원제도 이용실태」, 2001, pp.
21-2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세액공제 상이 명확하고 절

차가 간단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학술연구용품에 한 관세감면의 효과가 높은 것은

80%의 높은 감면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제도는 다른 기술개발지원제도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률은 높으나 이용효과는 상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

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개발현황

<표 II-6>의 연구개발비 지출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13조 8,485억원으로 전년 비 16%의 증가를 보 다. 연구개

발비는 1997년까지는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유지하 으나 1998년에

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7.0% 감소하 고 1999년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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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연구개발비 지출현황(경상가격기준)

(단위: 억원, %)

연도 경 상 적 지 출 자 본 적 지 출 연구개발비 합계 GDP 비

계 인건비 기타 계 기계/기 토지/ 금액 증가율 연구개발비

구/장치 건물 등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  ) 안은 구성비

자료: http://www.most.go.kr R&D통계

28,849(69.4)
35,933(72.0)
43,023(69.9)
55,619(70.5)
71,616(75.9)
82,333(75.7)
94,273(77.4)
87,754(77.4)
91,725(76.9)

109,415(79.0)

13,766
17,465
19,801
24,718
31,604
36,215
40,912
38,805
38,608
47,391

15,083
18,468
23,225
30,901
40,012
46,118
53,361
48,949
53,117
62,024

12,735(30.6)
13,957(28.0)
18,507(30.1)
23,328(29.6)
22,790(24.1)
26,447(24.3)
27,585(22.6)
25,612(22.6)
27,493(23.1)
29,070(21.0)

8,546
8,588

11,379
16,182
16,759
19,505
21,570
20,624
24,402
24,915

4,189
5,369
7,129
7,146
6,031
6,942
6,015
4,988
3,091
4,155

41,584
49,890
61,530
78,947
94,406

108,780
121,858
113,366
119,218
138,485

24.1%
20.0%
23.3%
28.3%
19.6%
15.2%

12%
△7%
5.2%

16.2%

1.92
2.03
2.22
2.40
2.50
2.60
2.69
2.55
2.47
2.68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활동이 IMF관리체제 시 를 제외하고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절 규모는 미국의 1/22, 일본의

1/11, 독일의 1/4 등으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표 II-7>). 연구개

발 투자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의 절 규모가 연구개발활

동에 미치는 향이 크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경상비로 사용된 금액이 79%인 10조 9,415억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1%인 2조 9,070억원으로서 전체 연구개발지출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다.5) 경상비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 성격의 연

구개발비는 절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연구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이 고도의 창조행위로서 건물이나 기계 등 유형설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적자본 등 무형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측면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기

술개발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문연구인력의 임금상승, 시약∙재료비의 고급화∙전문

화에 따른 원가 상승 때문으로 보인다.

GDP 비 연구개발비(연구개발 집약도)는 1981년 0.81%에서 1991년 1.92%로,

그리고 2000년 2.68%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표 II-7>에서 보듯 다른 나라와 비

교해 볼 때 GDP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

러나 기술수준이나 학습능력은 누적된 연구개발투자가 좌우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경

험이 수십년 이상 축적된 기술선진국과 우리나라를 연구개발 집약도 만으로 비교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 높다.6) 그 이유는 우리나

라의 연구개발투자가 199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

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 비해 시설투자 수요가 큰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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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경상비와 자본적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비란 경상적으

로 발생하는 비용 성격의 지출로서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인건비, 기술정보비, 교육훈련비, 시약∙재료비 등이 경상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

출이란 시험기기∙장치의 구입, 연구소 설립부지나 건물의 구입 등과 같이 비경상적으로 발

생하는 거액의 지출을 말하며, 자본화한 다음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화한다(손원익, 1997, p.
15).

6) 총연구개발비 비 자본적지출의 비율을 국제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201개에 불과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2001년말 현재 9,070개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

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자본집약적 산

업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자본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나타내는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00년 산

업전체의 비율이 2.02%로서 199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II-8>). 선진국

의 연구개발비 비율이 3.14~4.60%로 우리나라의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선

진국의 수준에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율이 낮았으나 2000년에는 벤처

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3.29%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7)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산업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의료∙정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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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단위: 억달러, %)

한국 미국 일본 국 독일 프랑스 만 싱가포르

(2000년) (2000년) (2000년) (1999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8년)

연구개발비 122 2,646 1,319 269 461 310 53 14

GDP 비 2.68 2.66 2.92 1.87 2.46 2.17 1.98 1.65
연구개발비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 과학기술연감」, 2001, p. 446.

한국(’99년) 미국(’95년) 일본(’95년) 독일(’93년) 프랑스(’94년) 만(’96년)

23.1% 3.4% 13.7% 9.9% 6.8% 13.9%

*미국은 자본적 지출을 구분 조사하고 있는 정부기관만을 상으로 하여 계산

자료: 이원 외 2인, 「한국기술경쟁력의 평가와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p. 29.
7) <표>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단위: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2000년) (1996년) (1998년) (1995년) (1995년)

전산업 2.02 3.50 3.14 3.30 4.60
제조업 2.17 4.00 3.89 4.00 -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 과학기술연감」, 2001, p. 453.



정∙광학기기 산업과 전기∙전자기기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5% 내외로 높은 반

면, 섬유∙의복산업이나 음식료품 산업 등은 매출액 비 1% 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할 때 산업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II-9>을 보면 연구개발비의 절 금액이 큰

업종은 전기∙전자기기와 자동차∙운송장비산업으로서 두 산업의 연구개발비가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56.7%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산업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정

∙측정∙광학기기산업과 전기∙전자기기산업이 높은 반면, 일본이나 국은 의약

품 제조업종이, 미국은 항공기∙미사일분야가 가장 높고 전문과학기기∙의약품∙사

무계산기 순으로 높다. 이는 선진국 기업이 첨단 기술분야의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9>의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보면, 기업이 부담한 총

연구개발비는 10조 4,669억원인데 이 중 기업이 81%인 8조 4644억원을, 중소기업

이 19%인 2조 25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의료∙정 ∙측정∙광학기기 산업은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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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8> 주요 제조업의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

(단위: %)

산업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의료∙정 ∙측정∙광학기기 4.31 3.94 4.62 5.25 5.09 5.09
전기∙전자기기 4.84 5.16 4.76 4.81 5.18 4.89
기계∙장비 2.88 2.02 1.89 3.34 2.94 3.13
자동차∙운송장비 3.80 3.94 4.26 4.24 2.46 2.69
화학제품 1.50 1.30 1.13 0.98 1.15 1.48
섬유∙의복 0.70 0.83 0.82 0.55 0.49 0.68
음식료품∙담배 0.59 0.59 0.52 0.38 0.51 0.50
전체 산업 2.50 2.50 2.47 2.35 2.10 2.02
중소기업 2.40 2.18 2.43 2.64 2.04 3.29

*연구개발실적이 있는 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 과학기술연감」, 2001, p. 43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1, p. 137.



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개발투자가 규모의 자금과 오랜 투자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비해

기업이 투자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낮은 연구개발투자

는 기술경쟁력의 저하와 중소기업의 도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상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표 II-10>의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를 보면 전체 연

구개발비의 55.4%, 연구원의 40.2%가 상위 20개사에 집중되어 있다.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는 1996년 56.5%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9년에는 61.9%에 달하

으나 2000년에는 감소하 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위 20개사의 연구개발비 집중도

는 30~40% 정도로서 우리나라는 투자편중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

개발활동이 주로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 되고 있

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역사가 일천해서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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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 기업규모에 따른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및 비중(2000년)

(단위: 억원)

산업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비율

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 중소기업

건설업 4,449 642 5,091(4.9%) 87 13

통신업 3,815 113 3,928(3.8%) 97 3

제 의료∙정 ∙측정∙광학기기 163 782 945(0.9%) 17 83
조 전기∙전자기기 34,323 6,517 40,840(39.0%) 91 9
업 기계∙장비 7,890 1,857 9,747(9.3%) 77 23

자동차∙운송장비 16,747 1,757 18,504(17.7%) 84 16
화학제품 7,713 2,172 9,885 ( 9.4%) 81 19
섬유∙의복 566 308 874 ( 0.8%) 78 22
음식료품∙담배 1,086 318 1,404 ( 1.3%) 65 35

전 체 84,644 20,025 104,669 (100.0%) 81 19

*(  ) 안의 수치는 전체 연구개발비중 각 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임.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 결과」, 2001. 8.



지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개발활동이 기업에 지나

치게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저변의 확 가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로도 첨단

기술분야에 한 연구개발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III. 기존연구 및 외국제도의 검토

1. 기존연구의 검토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에 한 기존연구들의 연구내용과 주요 제안을 요약하면

<표 III-1>과 같다. 기존연구에서는 부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초과지출

액에 한 세액공제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하여

는 각 연구마다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2. 외국제도의 비교

주요국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우리나라만 운 하고 있으나, 세액공제제도는 국과 싱가

포르를 제외하고는 부분 운 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적용하

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싱

가포르는 경상비 공제율을 200%로 운 하고 있으며, 국은 중소기업에 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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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0>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2000년)

연구비 집중도 연구원 집중도 박사인력 집중도

상위 5개사 34.8% 29.6% 31.6%
상위 10개사 45.9% 34.8% 39.9%
상위 20개사 55.4% 40.2% 47.0%

자료: 과학기술부, 「2001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2001. 8,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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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기존연구의 연구내용과 주요제안

연구자 연구내용 기술개발 조세지원에 관한 주요 제안

윤건 외 1인 전반적인 조세지원정책의 변천과 기술개발관련 경상지출에 한 연구 및 인력개

(1993) 정과 운용현황을 평가하고 개선 발비 세액공제 축소∙폐지

방향 제시

이만우(1994) 벤처기업에 한 조세지원제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확 및 미사용잔액에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한 가산세율 조정

벤처기업 운 초기에 발생하는 결손에 하여

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의

세금으로 하여 정부가 자금을 납세자에게 지

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기술개발에 한 세제지원을 최저한세 적용

상에서 제외

조세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

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성소미 외 UR 보조금협정 및 OECD 주요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초과지출액에

2인(1995) 가의 산업지원제도 분석과 산업 한 세액공제로 일원화

지원제도의 정책방향 제시 중소기업이 조세 및 금융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센터를 설치

손원익(1997) 기술개발에 한 조세감면제도의 조세감면효과는 소득공제, 감가상각, 준비금, 

감면효과 분석 세액공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적 지출과

B-지수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와 우 자본적 지출에 한 조세지원이 균형적으로

리나라의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구성

를 비교 B-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27개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지

원이 활발한 나라에 속하 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감가상각제도와 세액공제제도 강화

정보통신산업과 소기업에 한 지원강화

이만우외 상장기업을 상으로 기술 및 인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유지

2인(2000) 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 경상지출에 한 세액공제 유지 또는 초과지출

개발준비금의 효과를 실증분석 액에 한 세액공제로 전환시 경상지출에

한 세액공제 폐지를 보완할 정도로 세액공제

율 조정



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운 함으로 결손기업이 연구개발 지출로 인한 결손을 정부

에 전가하여, 연구개발 지출액의 24%를 절감할 수 있다. 주요국의 세액공제제도를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IV.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조세지원제도의 내용과 우리나라 연구개발현황에 한 앞의 분석을 토 로 기술개

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에 한 조세지원의 강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2000년 말 현재 2,854,081개사로 전체기업의 99.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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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기술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국제비교

준비금의 손금산입 세액공제

당해연도 지출액 초과지출액

한국 연구 및 인력개발 중소기업만 15% 직전 4년간의 평균을 초과한 지출액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초과지출액 공제와 택일) 50%

미국 없음 없음 직전 3년간의 평균을 초과한 지출액의

20%

일본 없음 중소기업만 6% 직전 5년중 상위 3년간의 평균을 초과한

(초과지출액 공제와 택일) 지출액의 15%
(산출세액의 12%한도 이내)

프랑스 없음 없음 직전 2년간의 평균을 초과한 지출액의

50%

만 없음 없음 직전 5년간의 평균을 초과한 지출액의

20%(산출세액의 50% 이내)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rporation Tax and Innovation: issues at stake and review of European union
experiences in the nineties, innovation papers no. 19, 2001.



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1,530,908명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

청, 2001, p. 12]. 거액의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성격

상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특히 2001년 IT산업의 침체와 더

불어 그 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기술력의 저변을 확 하고,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한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신경제에서 기술혁신 패러다임을 이끄는 새로운 기술혁신주역

으로서 경제전체의 생산성향상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에 한

조세지원의 강화가 긴요하다.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한 최저한세 차등적용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는 부분 최저한세 적용 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연

구개발투자를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기술개발 조세지원

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투자에 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

최저한세 12%

감면여지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4.5%

특별세액감면 후의 감면 여지 -1.5%-0%

*수도권내에서 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위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의

20%, 수도권외의 지방중소기업은 30% 감면

따라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현재의 12%보다 낮추

거나,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를 최저한세 적용 상에서 제외하여 최저한세가 기술개

발 조세지원제도의 유인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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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자본재산업) 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 재실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이다.8) 중소기업은 보수나 근무여건이 기업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

인력의 충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자본재산업

을 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장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

는 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10~30%의 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2000년 말

에 폐지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폐

지한 것은 시기상조 다고 판단된다. 우수연구인력의 유치는 기술개발의 성패를 결

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소기업의 핵심연구개발인력(예: 민간기업연구소에 근무

하는 연구원)에 해 소득공제를 재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

여야 할 것이다.

3) 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동연구에 한 조세지원강화

국내연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 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효과적인 기술개발전략이 될 것이

다. 따라서 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동연구에 한 조세지원의 범위를 확 하는 것

이 필요하다.

2. 경제불황기의 연구개발투자 지원강화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징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경

제호황기에는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나 경기가 침체 내지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즉각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축소되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연구개발 투자수준이 현저

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98년에 실시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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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중소기업 성장발전 애로요인조사(2000. 6)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개

발시 우수한 전문연구기술인력부족(32.4%)과 소요자금 부족(27.3%)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따르면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극심한 불황을 맞아 기업의 80%가 연구개발 투자

를 축소하 으며, 그 규모는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경우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 외 2인, 2001, p.

58].

불황기의 연구개발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도 설비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투자이므로, 불황기에 설

비자산의 투자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불황기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에 한 차등지원 폐지

조세당국은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이 생존에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인센티브제공

이나 지원 없이도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할 만한 동기와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

업에 한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당국은 1998년 기업에 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항목 중 중복되는 부분에

해서는 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9)

그러나 연구개발은 그 속성상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로서 선진국의 경

우에도 연구개발은 주로 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허현회, 2000, p. 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20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55%에 달하고 기업이

총 기업연구개발투자의 약 80%를 지출하는 등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국가전체

연구개발활동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절 금액은 미국

의 1/22, 일본의 1/11 등으로 아직도 연구개발비의 절 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연구개발활동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우리나라의 낮은 연구개발 수준을 고

려할 때 당분간은 기업에 해서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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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에서 보듯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상 비용은 상당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기업은 그동안 누리던 조세감면혜택의 상당부분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4. 지원제도의 단순화 및 조세지원절차의 간소화

기업들은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신청절차

와 과다한 구비서류, 까다로운 사후관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10) 이러한 애로사항은

세법자체의 복잡함에 기인하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으나,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조

세지원의 상과 범위를 단순화하고, 조세지원관련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며, 다양

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예로는 2001년 9월부터 실시중인‘수입신고전 심사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술연구용품 등의 수입전에 관세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물품수입이후 관세감면이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알게되어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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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이용시의 애로사항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혜절차의 복잡과 지원 상

비목의 한정, 홍보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 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수혜절

차의 복잡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으며, 기업은 지원 상비목의 한정과 지원비

율이 낮은 점 등 조세지원의 효과에 불만을 나타났다.

<표>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 이용시 애로사항(단위: 개사, %)

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지원 상비목의 한정 25 27.8 57 23.3 82 24.5
지원업종의 제한 7 7.8 26 10.6 33 9.9
수혜절차의 복잡 24 26.7 76 31.0 100 29.9
지원비율이 낮음 11 12.2 27 11.0 38 11.3
제도별 홍보부족 20 22.2 50 20.4 70 20.9
기타 3 3.3 9 3.7 12 3.6
응답수 90 100.0 245 100.0 335 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현황 및 지원정책 애로요인조사」, 1997. 3.



5. 현행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보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

적 산업은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기∙전자산업은 4.89%, 의료∙정 ∙측정∙광학

기기 산업은 5.09%를 보이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에

는 현재의 적립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 연구개

발비는 8.18%(2000년)이고, 이중 정보처리∙컴퓨터업은 13.39%에 달하고 있다[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 2001, p. 17].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간접지원방식으로 세액감소액 만큼의 무이자 융자 효과

가 있을 뿐이고, 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상당 가

산액을 추징하므로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손금산입한도를 폭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준비금의 사용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연구개발목적으로

사용하 다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후 익금산입까지의 거치기간이 현재 3년

이나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업화되어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체로 장기간이 소요되

므로11) 준비금의 거치기간을 현재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혜절차가 간단하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당해연도 경상지출액의 일정률과 초과지출액의 일정

률을 세액공제하던 제도는 당해연도 지출에 한 세액공제를 점차 축소하여 1993년

부터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5%와 초과지출액의 50% 중 택일하여 공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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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현회(2001)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과제당 연구개발기간은 약 14개월( 기업은 18.1개월)이

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업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8.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전∙컴퓨터∙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상업화기간이 15.2개월이고, 의약∙환경∙생명산업은

24.0개월이 소요되었다.



2001년부터는 일반기업의 경우 초과지출액의 50%만큼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2001

년의 제도 변경은 위에서 보듯 해마다 연구개발비 지출을 5% 이상 증가시키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세지원효과가 있으나,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미미

한 경우에는 지원효과가 거의 없다.12) 즉,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해 가는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기

된다(<표 IV-1>).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업

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효과를 강

화하는 측면에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상을 좀 더 유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적

용 상이 되는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처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의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계속

적인 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세액공제 상을 예시적인 것으로 운 하고 지출의

목적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액공제 등의 상으로 폭넓게 인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된 금액을 적절히

구분한 후 이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만큼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면 필요한 모

든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손금산입연도와 이후 수년간에 걸쳐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용에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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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초과지출액의 50%와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중에서 택일하여 세액공

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한 데 이는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을 배려한 것이다.

<표 IV-1>

연구
연구개발비 지출액

직전
세액공제(5차연도)

개발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4년간의 초과지출 당기지출 제도 제도 당기지출

증가율 평균 액의 50% 액의 5% 변경 전 변경 후 액의 15%

15% 100 115 132 152 175 125 25 8.75 25 25 26.25
5% 100 105 110 116 121 108 6.5 6.1 6.5 6.5 18.15
0% 100 100 100 100 100 100 0 5.0 5.0 0 15.0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서는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폐지하고 동 규모만큼 세액

공제를 확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3) 기술이전소득에 한 세액감면율 상향조정

기술의 양도∙ 여∙제공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 종전에는 내국인에게 제공하

는 경우에는 100% 감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 으나 1999

년부터 내외국인 구별없이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술거래는 해외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술획득 및 사업화가 주류

를 이루어왔으며 국내기업들간의 기술거래나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등은 그

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2000년 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술판

매실적이 있는 업체는 20.9%, 기술구매실적이 있는 업체는 29%로 약 70%의 기업이

기술거래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7「기술거래 실태 및 정책과제」). 그러나 최근들어 기업들이 기술료수입이나

연구분야 전문화 등을 목적으로 사장된 기술을 매각하려 하거나, 기술획득을 통해 신

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도 2000년 4월 한국

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기술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기술거래 활성화는 기업의 신기술을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

는 등 유통과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조세당국도

기술거래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때까지는 기술의 원활한 유통과 기술수출 활성

화를 위해 현재보다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학술연구용품에 한 세율 적용 및 고시방법의 변경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해 관세의 80%를 감면하는 제도는 이용실적은 낮으나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 부분의 국가

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학술연구용품에 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수입되는

학술연구용품은 연구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이 부분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 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학술연구용품(연구기자재)에 해 실시하고 있는 품목고시는 절차가 까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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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잡하여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

운 실정이므로 용도별 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전환이 어렵다면 적

어도 중소기업에 해서 만이라도 용도별 고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득세 면제 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확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 면제 상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일정 산업분야(기술

집약적 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에 5년 이상 종사하 거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의 현장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연구인

력에는 특정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연구∙보유한 무경력 박사학위 소지자(주로 교수)

가 상당수 있으며, 이들은 소득세 면제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세 면제

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를 확 하여 박사학위자의 경우에는 현장 근무경력 요건

을 폐지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지식, 기술, 정보로 변되는 21세기 로벌 경제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에 처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잠재력의 발굴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6년 기술도입에 한 조세감면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세계적으

로 경쟁할 만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

황을 분석하고,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

구결과는 조세정책 특히 기술개발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황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이나 GDP 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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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수준으로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역사가 짧고 연구개

발비의 절 규모가 작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개

발활동이 기업 위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력의 저변을 확 하고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한 최저한세 차등적용, 중소기업

기술인력에 한 소득공제 재실시, 중소기업과 기업간의 협동연구에 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불황기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불황기에는 그 규모가 급속

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셋째, 기업에 차등지원을 철폐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규모는 선

진국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은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을 끌어가는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한 차등지원을 당분간 철폐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넷째, 기술개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재 실시중인 주요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최 한 활용하여 분석하 으나, 기술개발에 한 보

다 직접적인 자료의 입수가 어려워 이를 이용하지 못하 다. 이후 관련자료가 이용

가능하다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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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구분 비용

기술개발 자체기술개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기술개발 자체기술개발: 좌동

및 도입기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

술의 소화 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개량비 임차료 또는 이용비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위탁 및 공동개발: 좌동

기술정보비 기술자문비용 기술개발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비

정보단체가입비 및 회비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 경비

기술훈련비 자체훈련비 인력개발 -

위탁훈련비 위탁훈련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 -

비

국내외 기능경기 회 참가비/국가기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술자격 검정응시경비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출연금)

종업원에 한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에 한 직무발명 보상금

사내기술 학( 학원) 운 경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직업능

력 개발훈련 관련산업실시에 소요되

는 비용

연구시설 전담부서 건물의 건축 등에 따른 금액 - -

또는 직업 연구∙시험용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훈련용 시설 금액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금

액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기술지도 금액 비용



안 숙 찬 475

<부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구분 비용

중소기업에 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 중소기업에 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

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소기업에 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 중소기업에 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

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중소기업에 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중소기업에 한 환경경 체제 인증 중소기업에 한 환경경 체제인증 획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득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연구기관 출연금 - -

등에 한

출연금

개발기술의 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한 출원 기술개발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활용 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 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한 금액

기술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기술평가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산업기술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 회비, 연구 - -

연구조합의 개발분담 등 부과금

육성

신기술사업 출자금 - -

금융업자

등에의 출자

정보처리 및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 -

컴퓨터운용 부가통신업을 위하는자가 사용하

관련업 또는 는 직원의 인건비, 소프트웨어 데이

부가통신업 터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

의 육성 한 비용

상표 및 디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 기술개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

자인의 개발 한 비용 한 비용



476 經 � , 36 卷 2 3

<부록>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구분 비용

엔지니어링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 - -

산업의 육성 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등

에 따른 금액

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비용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

품질보증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체제인증 중소기업이 환경경 체제인증을 획득 중소기업이 환경경 체제인증을 획득

획득지원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중소기업이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하여 지출하는 비용

수탁기업체 출연금 - -

협의회의

육성



A Study on the R&D Related Tax Incentive Policy

Sook-Chan An*

ABSTRACT

It has been about 37 years since R&D related tax incentive policy was first enforced in

1966.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as increased rapidly by the efforts of the enterprises

and the various tax incentiv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reviewed the tax incentive on the R&D and the status of R&D in our country,

and suggested some recommendations which will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incentive system. 

R&D activities in our country are very active. The growth rates of R&D expenditure and

the rates of R&D on the GDP are similar to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But the history

of R&D is very short and the absolute amount of R&D is still small. We don’t have sufficient

core technology which has global competitiv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R&D of the

firms continuously. To do thi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s: the abolition of unfavorable

tax treatment to the large firms, extension of tax incentive on the R&D in recession,

simplification of tax incentive system and procedure.

Because a great portion of our R&D activities are made by the large firms,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base of technology and encourage the R&D activities of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s: the preferential application of minimum

tax to the technology-intensive firms, reenactment of income deduction to the R&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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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ax incentive on the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and medium-sized firms.

Keyword: R&D, tax incen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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