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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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2~200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에 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이 변화된 1기(87~92년)와 2기(93년 이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율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투자세액공제로 인해 여타의 자본지출액에 한 유인이 존재하는 기업만을 분석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관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I. 서 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여 기업의 특정 항목에 한 투자에 해 조세지

원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지원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한 세후자본비용을 변

화시키게 되므로 기업의 투자활동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책

의 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에 한 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연구개

발비 지출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연구 및 인력의 개발은 고도의 기술

및 지식의 집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산업구조하에서 경제잠재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투자로 인식되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이

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가 1982년부터 시행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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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시작하 고 이후 87년과 93년도에 주요한 제도의 변경

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연구개발비에 한 조세지원은 특정 설비보다는 연구활동에 한 지원을 통해 신

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의 습득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증가하려는데 목적이 있

다고 할 것이다. 다른 조세지원책의 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연구개발비 조

세지원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지원이 연구개발비 지출의사결정에 향을 미

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세금 및 비세금 요인을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분석 결과는 연구개발비에 한 조세지원제도의 변경에 따라 1기(87~92년)와 2기

(93년 이후)에 기준연도에 비해 연구개발비에 한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다루

고 있다. 3절에서는 연구모형을 제시하 고, 4절에서는 표본자료와 분석기간을 다루

고 있다. 5절에서 실증결과를 제시하 고, 6절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

다. 

II. 선행연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공제 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증가하는 기업에

게는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의 한계비용을 낮춤으로써 지출을 촉진하게 한다. 연구개

발 수요에 한 가격탄력성이 양이라면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연구개

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

다. Eisner 외 다수(1984)는 세액공제 도입이후 수년간을 분석한 결과에서 제도의 도

입으로 총 연구개발비 지출은 증가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연구개

발비 지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실증 결과를 토 로 세액공제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Mansfield(1984)는 110개 기업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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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작으나마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NSF(1987)는 설문조사 상 기업의 33%만이 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Freed외 다수

(1992)는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일부 산업에서만 연구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 지출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 다. 이러한 결과와는 조적으로, Bailey 외 다수(1985)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 기간의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교 기간에 비

해 2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Brown(1984)은 세액공제제도 시행후

인 1981년에서 1984년까지의 연구개발비 실제지출액이 시계열모형에 의한 예측치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에서도 세액공제 더미변수가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증가에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Tillinger(1991)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유효성이 기업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토빈의 q비율을 이용하여 토빈의 q가 1보다 크거나 작은

집단보다는 1에 가까운 집단에서 상 적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연구개발비 지출

액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 다. Berger(1993)는 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할 때 비세금요인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미친 향과, 세액공제에 따라 창출되는 내재

적 조세효과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결과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연

구개발비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투자유인효과가 있으며, Tillinger(1991) 등의 선행연

구에 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비용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건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명시적 조세혜택이 내재적 조세비용의 크기보

다 크다는 결과도 제시하 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최정호(1997)가 상장기업을 상으로 연구개

발비 투자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거의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토빈의 q비율

이 연구개발 투자의 변동을 유의적으로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규언

(1998)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투자지출액이 변경되었다는 증

거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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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설계

1. 종속변수

재무제표에 공시된 각종 연구개발비(RDEXP) 항목이 세무상의 연구개발비 항목에

한 용치로 이용되었다. 연구개발비 항목으로는 정규언(1998)의 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경상 및 비경상), 개발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연

구개발비보다 넓게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정의하는데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총계로 표준화한 상

적인 투자집중도(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매출액)를 이용하 다. 표준화하는 것이

기업규모가 서로 다른 기업간의 비교를 의미있게 하는 것이며 체로 많은 선행연구

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독립변수

각 세액공제의 이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RDCRD1, RDCRD2)가 이용되었

다. 각 세액공제는 제도가 입법이 된 기간동안 이용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해서는 현재 연구준비, 연구시설투자, 연구비지

출 및 연구결과 양도 등 전 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을 실시중이다. 준비단계에선 연구

개발준비금(수입금액의 3~5%)을 손금산입하고 시설투자단계에선 연구시설 투자금

액의 5% 세액공제하고, 연구비지출단계에선 4년간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50% 세

액공제(중소기업은 당해년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와 선택적용)가 이루어진다. 특

히 연구비지출단계의 연구개발세액공제의 경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증가분에

해서만 2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가분의 50% 세액공

제를 실시중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경상분의 15% 세액공제와 선택을 허용

하고 있다. 

연구비 지출단계의 세액공제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구 기술및인력개발비 세

액공제) 제도는 1982년 신설된 이래 다음의 <표 1>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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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

<표 1>을 보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주요 변경은 크게 세 번 정도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첫째는 82~86년까지 경상지출액의 10%가 세액공제된 기간이고, 둘

째는 87년부터 92년까지의 기간에 경상지출액에 한 10%의 세액공제와 초과지출액

에 한 10%의 세액공제 중 선택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이며, 셋째는 93년 이후로

경상지출액에 한 세액공제가 지출액의 5%로 감소하는 신에 초과지출액에 해

서는 25% 또는 50%로 세액공제가 확 되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변경된 것이

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의 적용방법에 따라 크게 3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지므로

이러한 세액공제제도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모형에 이용

하 다. 82~86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87년에서 92년까지의 기간에 한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더미변수로 RDCRD1, 93년 이후 기간에 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더미

변수로 RDCRD2를 이용하 다. 

3. 통제변수

경 자의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금의 이용가능성에 달려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

구개발비와 내부자금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Berger, 1993; Shehata,

1991]. 그러나 내부 및 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모두 이용가

능하다. 그러므로 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CFO)뿐만 아니라 재무활동에 따른 현

금흐름(CFF)도 포함하 다. 분석 상이 되는 해당 연도의 자금에 한 이용가능성

을 추가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기초 현금 (CASH)이 포함되었다. 

연구개발이나 자본시설 중 어느 하나에 관련된 자금은 다른 활동에 추가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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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언(1998)의 <표 2>를 재구성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여 간단히 표현하

다. 

<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변천

구분 82~86 87~92 93 94~00

경상지출액 기준 10% 10% 5% 5%
초과지출액 기준 - 10% 25% 50%



출되는 자금 수준에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당기의 자본지출액(CAPEXP)은 연구

개발비 지출액(RDEXP)의 통제변수로 이용된다. 기계에 한 투자세액공제에 해당

하는 투자지출액에 한 용치로는 자본지출액(CAPEXP)을 이용하 다. 이 용치

에는 기계장치에 한 구입액을 포함한다. 

자금 이외에 기업의 투자지출액은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익조정

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 자들이 재무제표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Jones(1991), Healy(1985), 그리고 DeAngelo(1986)는 이익이 발생액을 통해 조정

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그러나 Barber 외 다수(1991)에서는 이익이 연구개발비나

광고비와 같은 실제 지출액을 통해서도 조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arth 외

다수(1995)는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해 시장이 보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러한 이익조정 유인을 통제하기 위해 주당순이익의 변화와 같은 변수를 사용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CFO)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변수는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정의되었고 주당순이익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기

업의 이익까지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기의 이익은 연구개발비의 지출이나 자

본투자로 인한 감가상각의 향을 받는다. 재무보고이익에 한 관심은 경 자의 의

사결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hehata(1991)는 SFAS No. 2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상 적으로 감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투자에 따른 재무보고 결과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투자안들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의 연

구개발비지출액(LRDEXP)이 당기 지출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erger(1993)

는 전기와 당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액간의 강한 관계를 보고하 다. Shehata(1991)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기업규모에 비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 다. 

기업 외부의 요인들도 기업의 지출의사결정에 향을 미친다. 기초 보통주의 장부

가치와 우선주자본금, 부채의 합을 기초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한 Q는 토빈의 q값에

한 용치로 이용되었다. 토빈(1969)은 한계 q를 새로운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킴

으로서 얻어지는 한계효익을 한계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 다. 실증연구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한계 q를 평균 q로 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q는 자산의 시장

가치 체원가의 비율로 정의된다. Tillinger(1991)는 기업의 q비율이 연구개발비

에 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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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ougiannis(1994), Lev와 Sougiannis(1994)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기업의 시장가

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연구는 연구개발 기업의 시장가치는 미래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비에 한 자산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

정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투자유인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기업

규모(SIZE)가 이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 이외에도 각종의 정책적인 목

적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행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항목도 경상적인 비용의 지출액에

한 세액공제 이외에도 설비투자에 한 세액공제를 행하고 있고, 특정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 일부 투자에 한 세액공제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에 한 분석만을 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세액공제제도가 존

재하는 경우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이외의 공제제도는 산업별로 일정하게 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와 같

은 내용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산업더미변수(IND)를 사용하 다. 연구개발에

한 산업지출액은 경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경쟁자의 지출액은 각 기

업의 지출액에 향을 미친다. 산업더미변수는 투자세액공제가 각 산업에 미치는

향을 제거함으로써 산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연구 및 자본집중도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각 산업은 표준산업분류(2-digit SIC)에 따른 분류를 이용하 다. 

4. 연구모형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한 개별적인 조세유인의 효율

성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RDEXP = α + β1 RDCRD1 + β2 RDCRD2 

+ β3 CFO + β4 CFF + β5 CASH + β6 CAPEXP

+ β7 LRDEXP + β8 SIZE + β9 Q 

+ β10-26 IND + 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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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DEXP: (연구개발비(이연자산)의 증가 + 개발비(무형자산)의 증가

+ 개발비 + 교육훈련비) / 기초매출액

RDCRD1: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이용가능성

(87~92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DCRD2: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이용가능성

(93~99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FO: 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세전순이익+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 기초매출액

CFF: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장기부채의 변화 + 자본의 변화 - 이익잉여금의 변화) / 기초자산

CASH: 기초 현금잔액 / 기초총자산

CAPEXP: 기계설비의 구입(증가분) / 기초매출액

LRDEXP: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전기분

SIZE: 매출액의 자연로그

Q: 기초(보통주의 장부가치 +우선주자본금+ 부채) / 기초자산

연구가설과 관련된 것은 RDCRD1, RDCRD2에 한 회귀계수이다. 이 변수들은

세액공제의 이용가능성이 기업의 투자지출에 미치는 향을 포착한다. 양(음)의 관

계는 세액공제의 이용가능성이 높은(낮은) 수준의 투자지출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개발비에 한 세액공제는 3개의 기간으로 구분되었는데, 기준연도

(82~86년)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비해 1기간(87~92년)의 세액공제 제도의 변화

가 연구개발에 따른 세후비용을 낮춤으로써 연구개발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

다면 모형 1에서 RDCRD1의 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에 비해 2기간(93~2000년)의 연구개발비 조세지원이 효과적이라면 RDCRD2의 계

수는 양의 값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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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본과 분석기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자료는 KIS-FAS 자료를 이용

하 다. 연구 표본으로는 2000년도 말 KIS-FAS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기업 중에서 금

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554개를 상으로 하 다. 분석기간은 변수의 이용가

능성을 고려하여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9년간의 자료를 이용하 다. 

554개 표본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변수값을 계산할 수 없는 기업∙연 자료와 세전순

이익이 음인 자료를 제외한 결과 이용가능한 기업∙연 자료는 총 5,694개 자료 다.

재무회계상의 세전순이익은 세무상의 과세소득에 한 용치로 이용되었는데 세전

순이익이 음인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므로 표본에서 제외하

다. 

최종적으로 이상치가 회귀분석에 미치는 향을 제거하기 위해 이상점으로 보이는

표본을 추가로 자료에서 제외하 다.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두 연구모형에서

studentized residual(rstudent)의 절 값이 2이상인 표본과 Cook’D, Dffits값을 고려하

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의 자료를 이용하 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기

업∙연 자료는 5,694개 보다 449개가 감소한 5,245개가 되었다. 

개별 연도의 자료를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효과가 중요한 반면

개별 기업효과는 잘 정의되지 않는다. 모형에서 산업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산업더

미변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산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2-digit SIC)에 따른 업종으

로 구분하여 이용하 고 모두 18개의 산업 표본으로 구분되었다.

IV. 실증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변수에 한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하 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공제율에

따라 3개의 기간별로 나누어 변수에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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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의 변화에 따라 기준연도(82~86년)보다는 1

기(87~92년), 2기(93~2000년)로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활

동에 따른 현금흐름(CFO), 기업규모(SIZE) 변수도 연구개발비 공제율의 변화에 따

라 증가하 다. 반면에 토빈의 q(Q) 변수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빈

의 q(Q) 변수가 감소하는 것은 연구활동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본화되어 재무제

표상에 반 된 결과로 보인다.

변수간 Pearson상관계수는 <표 3>에 제시하 다. 설명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체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표시하는 더미변수들

의 정의로 인해 0.4에서 0.7까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관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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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기술통계

(표본수 : 5,245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기간별(RDCRD)

변 수 평균(표준편차) 전체기간

RDCRD0 RDCRD1 RDCRD2
(82~86) (87~92) (93~00)

RDEXP 0.0020 0.0040 0.0054 0.0044
(0.003) (0.006) (0.007) (0.006)

CAPEXP 0.0184 0.0213 0.0131 0.0166
(0.036) (0.037) (0.025) (0.031)

CFO 0.0837 0.1119 0.1195 0.1114
(0.063) (0.102) (0.195) (0.154)

CFF 0.0452 0.0633 0.0547 0.0560
(0.113) (0.122) (0.162) (0.143)

CASH 0.0704 0.0765 0.0840 0.0794
(0.047) (0.061) (0.075) (0.067)

LRDEXP 0.0019 0.0037 0.0054 0.0043
(0.003) (0.006) (0.008) (0.007)

SIZE 18.161 18.417 18.998 18.678
(1.263) (1.353) (1.446) (1.430)

Q 2.157 1.345 1.0664 1.3280
(0.926) (0.849) (0.407) (0.773)

표본수 818 1,715 2,712 5,245



와 같은 상관관계로 인해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이 결과에 미칠 향을 고려하

여 VIF기준으로 어느 변수도 10보다 크지 않은 지를 확인하 다. 

2. 단일변량분석

<표 4>에서는 주요 분석 상이 되는 변수에 한 값의 크기를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기간별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기간을 이용하여 기간 구분을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RDEXP는 기준연도(82~86년)보다는 1기(87~92년), 2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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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Pearson상관계수

(표본수: 5,245개)

변수 RDEXP CAPEXP RDCRD1RDCRD2 CFO CFF CASH LRDEXP SIZE

CAPEXP 0.003
RDCRD1 -0.039 0.102
RDCRD2 0.145 -0.113 -0.721

CFO 0.091 0.097 0.002 0.053
CFF 0.001 0.147 0.035 -0.009 -0.093

CASH -0.036 0.018 -0.029 0.069 0.024 0.020
LRDEXP 0.904 0.004 -0.054 0.155 0.060 -0.000 -0.036

SIZE 0.085 -0.146 -0.127 0.231 -0.071 0.000 -0.251 0.080
Q -0.052 0.149 0.016 -0.349 0.080 0.042 0.021 -0.050 -0.195

RDEXP: (연구개발비(이연자산)의 증가 + 개발비(무형자산)의 증가 + 개발비 + 교육훈련비) /

기초매출액

CAPEXP: 기계설비의 구입(증가분) / 기초매출액

RDCRD1: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이용가능성(87~92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RDCRD2: 연구개발비 조세지원 이용가능성(93~00년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CFO: 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세전순이익+감가상각비+연구개발비) / 기초매출액

CFF: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장기부채의 변화 + 자본의 변화 – 이익잉여금의 변화) / 기초

자산

CASH: 기초 현금잔액 / 기초총자산

LRDEXP: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전기분

SIZE: 매출액의 자연로그

Q: 토빈 q의 용치(기초보통주시장가치 + 기초우선주자본금+ 기초부채)/ 기초자산



2000년)로 진행되면서 평균치가 0.0020에서 0.0040, 그리고 0.005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평균치의 괄호 안의 문자표시는 Duncan 사후검정의 결과로 기준연도보다는 1

기, 2기로 가면서 세액공제율의 변화에 따라 평균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지출액 CAPEXP은 기준연도 0.0184에서 1기에

는 0.0213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기에는 0.0131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기간이 연도별 기간구분과 일치하므로 연구개발비와 자본지

출액은 기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귀분석의 결과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유효성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모형 1에서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결과를 제시하 고, 모형 2에서는 더미변수를 포

함한 전체모형의 결과를 제시하 다. 회귀계수의 t값은 White(1980)의 방법을 이용

한 결과이며,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산업더미변수에 한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체모형에서 연구개발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RDCRD1과 RDCRD2는 각각 1%와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

다. 그리고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RDCRD1과 RDCRD2의 회귀계수가 동일한

것인지에 한 검증에서는 회귀계수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2.29,

p=0.13). 이는 기준연도(82~86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변화된 1기

(87~92년)와 2기(93~00년)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세액공제율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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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개발비에 한 기간별 평균차이 분석

구 분 평 균 분산분석

기준연도(0기) 1기 2기 F값(p값)

연구개발비 RDEXP 0.0020 0.0040 0.0054 81.0
세액공제 기간별 (C) (B) (A) (0.000)

CAPEXP 0.0184 0.0213 0.0131 36.5
(B) (A) (C) (0.000)



보여주는 증거로 보인다. CAPEXP는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투자유인으로 인해 기업

이 설비에 한 투자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이 감소하는지에 한 체적인 관

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부호는 예상 로 음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이

지는 않았다. 

업활동에 따른 현금(CFO)은 부분모형과 전체모형에서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재무활동에 따른 현금(CFF)은 양의 값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비에 한 투자가 주로 업활동에 따른 현금에서

조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비에 한 투자자금을 외부 조달하는 것

이 어렵고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연구개발비에 한 자본조달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다는 Kamien과 Link(197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증거이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CAPEXP가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석기간 전체를 통해 연구개발비와 자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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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유효성 회귀분석

(표본수 : 5,245개)

변 수 연구개발비 모형

부분모형 전체모형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0.0020 -3.09** -0.0022 -3.43**
RDCRD1 - - 0.0002 2.68**
RDCRD2 - - 0.0001 1.35�

CAPEXP -0.0008 -0.67 -0.0010 -0.84
CFO 0.0016 4.21** 0.0015 4.09** 
CFF 0.0003 1.10 0.0002 1.00

CASH -0.0000 -0.12 -0.0000 -0.11
LRDEXP 0.8440 64.95** 0.8437 64.72**

SIZE 0.0001 4.04** 0.0001 4.00**
Q -0.0001 -2.03* -0.0000 -1.27

수정 R2 0.825 0.825
DW 통계량 2.12 2.12

통계량의 p값은 RDCRD1과 RDCRD2는 단측검정, 다른 변수들은 양측검정의 결과임.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



출액간에는 상호종속적인 관계가 있음을 포착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두 모형에서 전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액(LRDEXP)는 모두 매우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지출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적인 투자이며 기업들은 전기의 지출액을 고려하여 당기의 지출 의사결정을 행할 것

이라는 사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변수에 한 회귀계수의 t값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지출액이 모형의 높은 설명력을 많은 부분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

(SIZE)는 연구개발비 지출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평균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빈의

q에 한 용치로 사용하고 있는 Q는 부분모형에서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내

고 있는 반면 전체모형에서는 음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토빈 q

비율은 관찰불가능한 변수이나 기업의 시장가치를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Berger(1993)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q비율이 기업의 연구개발

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Q의 값이 음으로 나타나

Berger(1993)의 선행연구와는 다르나 국내 자료를 이용한 정규언(1998)의 연구결과

와는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의 부분모형과 전체모형은 각 변수의 회귀계수에 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귀계수의 부호와 유의적인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모형의 결과도 전체모형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

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모형의 결과에서 나타난 세액공제제도의 투자유인효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더미변수인 RDCRD1과 RDCRD2는 0.0002와 0.0001의 값을 보이고 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값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경제적인 중요성을 보면,

0.0002라는 추정치는 1기간과 2기간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집중도(연구개발비/매출액)는 평균 0.0002, 또는 기준연도(82~86년) 연

구개발비 집중도의 평균치 0.0020의 10%에 해당하는 값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표 5>의 결과를 연구개발비에 한 국내 연구인 정규언(1998)의 결과와 비교하면

전기의 연구개발비 지출액 LRDEXP과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더미인 RDCRD1이 유

의적인 양의 값을 보인다는 것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93년과 9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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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다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각각

유의적인 양과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93년 이후가 1인 더미변수 CRE2와 94년 이

후가 1인 더미변수 CRE3의 계수는 각각 0.0014와 -0.0015이며 t값은 6.429와 -6.44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RDCRD2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RDCRD1과

RDCRD2 계수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93년과 94년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더미변수를 사용하고 결과를 반복하

으나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2기간의 경우 정규언(98)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4. 한정된 재원의 배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표본

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횡단면 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조세유인 효과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연구개발비세

액공제의 존재가 연구개발비와 자본지출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지출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액공제

제도의 존재로 인해 두 가지 유형의 지출에 모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기업의

경 자들은 어느 편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상충적인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추가

적인 분석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이나 설비투자에 한 지출이 없는 표본을 제외하

고 두 가지 유형의 지출이 모두 존재하는 표본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 다. 이

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지출을 모두 행하는 기업표본만을 이용하게 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경 자의 상충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표본만을 이용함으로써 표본자료는 4,432개 기업∙연 자료로 감소하 으

며,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고 있다. 

<표 5>와 <표 6>을 비교해 보면 모형 1과 2에서 설명변수에 한 부호와 계수의

유의적인 정도는 RDCRD1과 Q의 회귀계수에 한 통계적인 유의성이 달라지는 것

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지출을 모두 행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하

는 기업표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앞에서의 분석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고 종 권 15



5. 세액공제의 명시적 조세효과

이상의 분석에서는 조세정책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라는 조세유인의 효과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매출액에 한 상 적인 비율을 이용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곧

연구개발비 지출액에 한 금액의 차이에 한 실제적인 유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

다. 세액공제는 실제 당해연도의 지출액에 해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액

공제에 한 금액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세액공제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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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출액의 배분 의사결정

(표본수 : 4,432개)

변 수 연구개발비 모형

부분모형 전체모형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절편 -0.0021 -2.65** -0.0023 -2.89**
RDCRD1 - - 0.0002 2.29*
RDCRD2 - - 0.0001 1.39�

CAPEXP -0.0012 -0.91 -0.0014 -1.04
CFO 0.0023 4.98** 0.0022 4.89** 
CFF 0.0003 0.99 0.0002 0.88

CASH -0.0002 -0.30 -0.0002 -0.30
LRDEXP 0.8429 61.53** 0.8424 61.16**

SIZE 0.0001 3.35** 0.0001 3.27**
Q -0.0000 -1.51 -0.0000 -0.80

수정 R2 0.820 0.821
DW 통계량 2.09 2.09

통계량의 p값은 RDCRD1과 RDCRD2는 단측검정, 다른 변수들은 양측검정의 결과임.

�: 유의수준 10%, *: 유의수준 5%, **: 유의수준 1%



<표 7>에서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의 명시적 조세효과를 각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계산하 다. 세액공제 금액은 공시 재무

제표에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지출액 자료를 이용

하고 각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정하 다.3) 실제 지출

액보다 세액공제 상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크기가 적을 것이므로 표에 제시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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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액공제의 금액 효과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매출액

1982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년

전체

기준연도(0기)

1기

2기

F값 또는 t값(p값)

14,148
18,043
31,813
35,051
45,248
49,924
52,976
81,812

107,024
138,944
137,428
95,304

722,894
749,003
566,021
356,068
351,247
541,469
769,167

308,103

29,918
103,143
526,868

11.15(0.000)

0.00012
0.00015
0.00021
0.00023
0.00024
0.00027
0.00024
0.00035
0.00038
0.00043
0.00043
0.00033
0.00074
0.00070
0.00055
0.00060
0.00049
0.00075
0.00114

0.00049

0.00019
0.00037
0.00066

74.28(0.000)



적 조세효과는 실제 세액공제효과보다 과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개발비세액공

제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4,432개 기업∙연 자료가 이용되었다. 

<표 7>에는 표본에 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평균과 매출액 비 세액

공제율의 평균을 제시하 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제도가 시행

된 이후로 연도별로 체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금액

은 연구개발비 공제율이 변화된 93년에 감소되었으나, 94년에는 증가하고 있고 외환

위기 연도인 97년과 98년에는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 역시 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3년과 98년에 감

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결과, 기준

연도(82~86년)에 비해 1기(87~92년)와 2기(93~2000년)에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V.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지니는 유효성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연구

개발비 모형에서는 연구개발비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기준연도에 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변화된 1기와 2기에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

율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기와 2기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존하는 제도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줌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토 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활동에 따른 현금(CFO)은 연구개발비 모형에서 유의한 반면, 재무활동에 따

른 현금(CFF)은 모형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에 한 투자가 주로 업활동에 따른 현금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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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98년까지는 초과지출액에 해 직전 2년간의 평균치를, 99년 이후에

는 초과지출액에 해 4년간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각 연도의 자본지

출액의 10%를 적용하 다. 



기업규모(SIZE) 역시 연구개발비 지출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 는데, 이는 규

모가 큰 기업일수록 평균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가 지니는 개별적인 유효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연구개발비공제를 제외한 각종 세액공제는 매 년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미치는 향을 분석하지 못

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미치는 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세액공제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기업간 조세혜택의 차이를 발생하게 되고 조

세혜택의 차이는 내재적 조세(implicit tax)를 발생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의 수집의 한계로 인해 Berger(1993)와 같은 내재적 조

세의 분석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명시적 조세효과와 아울러 내재적 조세에 따른 효

과를 분석하는 것도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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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ax
Credit

Jong-Kwon Ko*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tax effect of the R&D tax credit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and

the R&D tax credit using 1982~2000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D tax credit is effective in encouraging research

investment during the periods in the R&D tax credit ratio changes, period 1 (1986~1992) and

period 2 (1993~2000). Additionally, even in the samples which need th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 between R&D and capital spending the result is not changed. 

Keywords: R&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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