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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IP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별 사안별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
필요
○

R&D를 통한 IP 성과창출 및 활용은 확산 및 전이 효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
가 발생

○

R&D를 통한 IP 활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급주체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

○

IP 조세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 IP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시켜 혁신성장을 지
원하는 중장기 조세지원 방안 설정 필요

○

법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IP 조세지원제도가 혁신성장 및 지식재산 활
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합리적 근거로써 제시

(연구목적)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동향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 체계를 정
리하고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 도출
○

IP 창출･활용 단계의 조세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

○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 이슈 도출 및 조세지원제도의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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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필요성)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등
록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국내 기업들의 특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조세지원
이 필요

○

신규 조세특례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제안,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소
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하여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용한 특허를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음

(문제점)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은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키지만 그 비용
만큼 고스란히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듦
○

현실적으로 기업에 따라 혁신역량이 차이가 나 조세지원 혜택이 특정 혁신기업그룹이나 대
기업에 치우칠 수 있음

(해외사례) 미국은 R&D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 내용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연구
세액공제(Code Sec. 41)와 연구개발 비용공제(Code Sec.174)를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에 대해 연구 세액공제를 20%(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비용은
불포함)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3년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I)를 도입하여 규모･업종을 불문하고 적
격 연구개발 비용에 세액공제 20%를 적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보호비용, 관련 보험료, 특허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세법 제244조 제14항)하고 있고, 특허생산비용에는 특허 변
호사비, 프랑스 특허청(NIPI) 지불비용, 번역비용, 출원･승인비용, 보고서 비용 등을 포함

(개선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조세감면액을 추정함
○

기업규모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에 세액공제비율을 각각 2%, 8%, 25%를 가정하여 적용하
였을 때 2019년 기준으로 각각 62억 원, 33억 원, 182억 원으로 총 277억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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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액공제제도 실시 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금액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대기업

65

68

72

75

79

중견기업

34

36

38

40

41

중소기업

192

201

211

222

233

세액공제총액

291

305

320

336

353

주.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 실시 후 특허출원 건수의 연평균증가율을 5%로 가정하여 세액공제금액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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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필요성) 국내외 특허분쟁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허분쟁 위험을 줄이고 효과
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짐
○

특허활동의 확대에 따라 기존 기술 및 기존 특허에 대한 사전적인 검색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조사･분석이 연구개발(R&D)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특허정보의 활용은 R&D 과정에서 이미 다른 특허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예방하여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다른 특허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현존 기술이나 복
제 가능 기술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존 기술을 발굴･개량함으로써
R&D 비용을 축소

(문제점) 특허조사･분석 비용과 연관된 법조항이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

현행 규정 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인력이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내부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유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적격 R&D 활동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설명할 뿐, 납세자 입장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적격 R&D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안) 강한 특허 창출과 R&D 효율화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
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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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 조정
(필요성)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과세한도를 합리화하여 연구자의 발명의지를 고
취하고 혁신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구분과 비과세한도 축소는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음

(문제점)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구분 및 비과세한도액의 문제점
○

(소득구분의 성격에서 본 문제점 - 소득구분 성격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처럼 일정하
게 정해진 계속 반복적인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일시적이고 제한
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

○

(소득구분의 성격에서 본 문제점 - 과세의 형평성)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상표권 등의 양
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은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만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
과세에 해당

○

(비과세한도액의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평균 약 1,500
만 원으로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보상금이 많음에도 보상금 규모가 작은 등록보상을 기
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비과세한도액의 조정이 필요함

(개선안)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 상향조정이 필요
○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비과세한도액을 1,500
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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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필요성) 기술이전･취득･대여에 따른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기업 간 기술거래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
하고자 함
○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보다는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혁
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는 아직 저조

(문제점) 현행 기술취득･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거래를 장려하는 효과가 제한적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비해 우수성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였으나 대기업의
지식재산 매각･이전비율이 낮게 나타남

○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
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기술취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음

(개선안)
현행
대상

변경(안)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기술취득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5%
(2018.12.31.자로 일몰)

중소･중견･대기업

일몰기한 연장 (2022.12.31.)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5%

기술대여

중소기업

중소기업: 25%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5%
대기업: 5%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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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6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지식재산서비스업
(필요성) 경제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R&D의 운영을 위해서는 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창출･활
용을 지원하는 IP서비스업 또한 균형에 맞게 성장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IP서비스산업은
제외되고 있는데, 현재 ‘무형재산권 임대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관련
일부 업종(저작물 대여 등)에 불과하여 IP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문제점) 내부적으로는 대부분의 특허법인 및 관련 업체들의 규모가 작고 영세함. 지식재산서비스 업
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공학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
이 편중되어 있고,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정부사업의 하청구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IP서비스업의 외부기반을 보면, 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식
재산서비스 업체의 수익률이 낮고, 인력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음

(개선안) 정부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실시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증가할 경우, 세금납부 기업의 증가로 세수보완이 가능함
○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물가수준의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 발생

○

세원 양성화 및 지하경제 축소 등 세수･재정 측면에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
식재산 거래를 유도하여 세원 양성화 효과 발생

○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분배 및 부의 분배 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소
득재분배 기능으로, 지식재산의 영세 수요자에 대한 비용절감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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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IP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필
요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별 사안별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

○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동향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 체계를 정리
하고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을 도출함

○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조세감면액을 추정함

○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강한 특허 창출과 R&D 효율화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에 반영(안)을 추계함

○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비과세한도는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기술거래)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취득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

(지식재산서비스업 세액공제) 정부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세
금감면 실시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이 증가할 경우, 세금납부 기업의 증가로 세수보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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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노
력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의 지식재산은 영업활동에 주요한 자산이 되고 있고, 이러
한 현실 상황에 따라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지난 7년간 공방을 벌이면서 특허분쟁이
산업계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하
여 8,000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2017년 6월 USB 메모리 업체인 랑커가 삼성전자를 상
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8월에는 광성디지털기술유한공사가 삼성전자 등 3곳
을 상대로 4억여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특허 침해 소송이 일어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
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지식재산권이 미･중 무역분쟁의 쟁점이 되어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미국 내 분쟁이 2018년에는 284건으로, 이는 작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된
수치이다. 더군다나 미국 내 전체 분쟁 건수는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기업 연관 사건이 증가한 것
은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전략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식재산
에 대한 분쟁은 국민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에서 기업이 지식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중 하나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이를 통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조세지
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적극적 조세지원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및 세원
확보 등의 문제로 R&D와 IP 조세지원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조세지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에 비해 질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효율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R&D를 통한 IP 성과창출 및 활용은 확산 및 전이 효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
과를 가지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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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조세지원 등의 유인책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R&D를 통한 IP 활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
급주체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IP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체계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개별 사안별 조세지원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IP 조세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 IP 창출 및 사업화를 촉
진시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조세지원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IP 조세지원제도가 혁신성장 및 지식재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합리적 근거로써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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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동향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 체계
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기업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P 창출･활용 단계의 조세지원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사
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국의 IP 관련 조세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기업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조세지원정책의 모범사례 및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조세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제도 이슈 도출 및 조세지원제도의 혁신성장과 지식재산 활
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활용 및 사업화하고, 이를 통한 경제수익이 다시 지식재산 창출로 이
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성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 중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수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
식재산 창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시장에서 지식재산 창출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 적정 규
모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기대수익률을 높여준다.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
한 주요 조세지원제도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조특법 제10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등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경우 현행 조세지출 전
체 항목 276개 중 감면액 규모로는 상위 2번째로 공제규모가 크다.1)
지식재산 창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창출이 산업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재산 창출 단계’
에 편중된 세제지원을 ‘지식재산의 사업화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감면실적은 <표 1-1>과 같다.

1)

2017년 감면실적 기준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2.8조 원) 다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조 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0년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동 조문 내에 신설한 후
2013년을 기점으로 기존 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축소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및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실시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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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단위: 십억 원, %)

조세지원액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제도

조특법
규정

2010

2017

IP 창출
준비
(기술창업)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12조의2

22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

제13조

1.8

1.6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

-

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16조

1.2

19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9조

-

8.8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1,857

2,547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1.3

0.9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11조

95

153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IP자체形 특허박스

제12조

1.2

0.3

직무발명 처분･실시보상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추정 곤란

추정 곤란

IP 창출
수행

사업화

자료: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자료 발췌･정리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관련 조세지원제도에서 개선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조세지원제도의 주요 이슈는 <표 1-2>와 같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단계에서의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IP 창출 단계에서의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
공제” ▲IP 취득 단계에서의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IP 활용 단계에서의 “기술양도･대여소득
세액감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지식재산서비스업
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1-2 지식재산 관련 활동별 세제 이슈
IP 창출 준비

IP 창출

IP 취득

IP 활용

∙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연구
개발 세액공제 미적용
(조특법 시행령 별표6 개정)

∙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 미적용
(조특법 11조 신설)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 및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기술취
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범
위 제한
(조특법 제12조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
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대여소득세 감면 대상을 중
소기업으로 한정
(조특법 제12조 개정)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낮음(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및 제5호 라목 개정)
∙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미적용(조특법 제7조 개정)

우리나라는 현재 지식재산권 창출 준비 단계인 특허조사･분석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
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고, 세액공제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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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구조도 함께 파악
함으로써 향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창출 단계에서 해외특허 출원･등록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지원이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국
에 특허출원･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외진출까지 고려하여 해외특허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와 기술양도･대여소득 세액감면도 적용대상 납세자･기
술의 범위 및 적용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모든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
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외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기술이전･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자의 발명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최근 개정된 규
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개정되
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조업에서의
지식재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 전
반에서 지식재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균
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슈들이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자 한다.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원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각 이슈별로 해외 주요국들이 이와 유사한 지식재산 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지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IP 조세지원제도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해외특허 출원･등
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를 분석하고, 제
4장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 조정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기
술이전･취득･대여에 따른 과세특례 확대를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효과를 살펴본다. 제7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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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제2절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
제3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검토
제4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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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산업과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히 침투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지식재산의 역할에 의지하게 된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하게 되고, 특히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분쟁이 182건(2017년)에서 284건(2018년)으로
약 56% 증가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해외특허를 출원･등록을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기
업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개발한 기술은 특허 등의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한
다.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곳에서 사전에 특허등록 또는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시장의 경우 1개국에서만 특허를 가지는 경우보다는 주요 거래 시장이 되는 몇 개국에 대
하여 동시에 특허권을 확보해야 지식재산과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비용의 지출이 요구되고, 이러한 IP
출원･등록비용은 중소기업 등의 영세한 기업뿐만 아니라 대･중견기업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등
록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의 특허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
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신규 조세특례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는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액공제하여 기업이 해외진출
에 유용한 특허를 보유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허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게 된다.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는 발명진흥법 제40조
가 있다. 감면방법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고,2) 대상자를 해외특허 출원･등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
하는 기업으로 한다.

2)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
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
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매경시사용어사전).
또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업, 즉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자기업은 세액공제 혜택
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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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제40조(세제 지원)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
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는 특허권의 해외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
(대리인 비용, 법률･행정 비용 등 포함)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직전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
◦ 중견기업은 초과금액의 40% 또는 당해연도 발생분의 8% 적용
◦ 대기업은 초과금액의 25% 또는 당해연도 발생분의 수입금액 대비 비율의 1/2로서 2% 이내 한도

해외특허 출원･심사･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유용한 특허를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분쟁 가
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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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특허 출원･등록 현황
2015년 기준, 한국 출원인의 신규 국내출원은 166,698건이고 지난 3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출원인 유형별로 대기업, 연구기관의 경우는 감소추세에 있고, 중소기업과 대학은 증가추세에 있
다. 제품별로는 식료･직접소비재, 경공업품, 기계류･정밀기기가 증가추세에 있다.3)
그림 2-1 한국 출원인의 신규 국내출원 추이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2.)

해외에 출원되는(해외패밀리가 있는) 내국인 신규 국내출원은 연 18,942건이며, 내국인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1국가당 1건만으로 집계)은 36,596건이다. 출원인 유형별로 중소기업은 증
가하고 있고, 연구기관은 감소추세에 있다. 제품군별로 화공품, 기계류･정밀기기는 증가하고 있고,
전기･전자제품은 감소추세에 있다.

3)

특허청, 내부자료,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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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국 출원인의 해외특허 출원수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

해외출원 시 출원국 수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2.)

한국 출원인이 신규로 국내에 출원한 특허 중 11.9%만이 해외에 출원을 한다. 출원인 유형별
로는 대기업이 신규 국내출원의 36.8%를 해외에 출원하고 매년 증가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4.3%, 대학은 4.5%, 개인은 1.8%, 정부는 1.6%, 지자체는 1.0%만이 해외에 출원한다.
한국 출원인이 해외출원 시 평균 1.93개 해외 국가에 출원한다. 중견기업은 해외출원 시 가
장 많은 2.46개국에 출원하고 있으며, 대학과 공공연은 각각 1.37개국, 1.19개국에만 출원하
고 있다.
그림 2-3 한국 출원인의 해외특허출원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율

해외출원 시 출원국 수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2.)

PCT 출원 시 출원국 수는 1.44개국으로 전체 해외출원(PCT 루트 출원 및 파리루트 출원) 시
출원국 수 1.93개국 보다 적으며,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어 PCT 출원비용이 약 300만 원(접수비
150만 원, 조사비 50만 원, 대리인수수료 100만 원)으로 저렴하여, 한국 출원인들이 ‘다수 국가
출원 시 편의’보다는 해외 개별국가 진입 전 ‘사업성 검토시간 확보’ 목적으로 PCT 출원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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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PCT 출원 시 2.17개국에 출원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03개국, 대학은 0.64개국, 정부는 0.67개국에만 출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T 출원 중 40.2%는 개별국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
이 PCT 출원 후 13.4%만 개별국 출원을 포기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은 각각
55.3%, 59.1%, 61.3% 특히 정부는 무려 70.8%나 개별국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한국 출원인의 PCT 출원

PCT 출원 시 출원국 수

PCT 출원 시 개별국 출원 포기율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2.)

내국인의 해외출원 가운데 PCT 루트의 비중은 34.9%로, 대기업과 연구기관은 PCT 루트 비
중이 각각 25.3%, 24.2%로 낮지만 증가추세이고, 중소기업은 63.9%, 대학은 53.8%, 정부는
80%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해외출원 및 PCT 출원은 정체 중이나, 한국과 일본
의 PCT 출원은 증가추세이며, 중국의 해외출원 및 PCT 출원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림 2-5 PCT 출원 비중 및 추이

PCT 루트의 비중

주요국의 PCT 출원 추이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2.)

15

［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해외출원 루트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PCT 1건당 개별국 출원 건수는 1.59건으로 미
국 2.65건, 일본 2.18건, 독인 2.97건에 비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달리 파리루트를
통한 해외출원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PCT 루트 출원 비중도 37.3%로 미국 68.5%, 일본 52.6%,
중국 58.5%, 독일 56.2%에 비해 현격히 낮아 파리루트 출원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주요국 출원인의 PCT 출원 활용현황(2017)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PCT 루트 비중

37.3%

68.5%

52.6%

58.5%

56.2%

PCT 1건당 개별국 출원 건수

1.59건

2.65건

2.18건

0.71건

2.97건

국내에서 신규 출원한 1건의 특허를 해외출원 시에는 한 국가에서도 여러 건으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할출원을 고려하는 경우는 통계추계가 복잡하고 통계자료를 구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이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신규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1국
가당 1건만으로 집계한 특허청의 해외특허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2>에서 해외특허의 출원비율은 2015년 기준 대기업이 75%, 중견기업이 9% 내외, 중소
기업이 1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건수 합계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업

26,037

25,413

25,748

25,605

25,462

25,321

25,180

중견기업

2,731

2,625

2,912

3,007

3,105

3,206

3,311

중소기업

5,455

5,538

5,614

5,695

5,778

5,861

5,946

주: 1. 신규 국내출원한 특허가 해외출원 시 한 국가에 대해서는 단일출원 혹은 분할출원 여부에 상관없이 1국가당 1건만으로 집계함
2. PCT 출원을 한 경우, 최근 30개월 이내 국내출원건의 해외출원 현황은 개별국 진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현황파악이 곤란
함. 따라서 가장 최근 집계된 해외특허 출원 건수는 2015년까지이고, 2013~2015년 3년간의 통계를 연평균증가율을 각 기업
수준별로 구분하여 2019년까지 연장추계함
3.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공기업, 내국법인, 내국개인 등이 모두 포함됨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 2019.2.

표 2-3 해외특허 등록률

등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44%

45%

46%

54%

60%

자료: 등록률(WIPO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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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원인의 해외특허 등록률은 2013~2017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여 최근 2017년의 해외
특허등록률은 60%까지 상승하였다.
해외특허 출원 과정에서 PCT 루트를 통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PCT 출원비용이 더 필요하게
된다. 파리루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별국 출원비용과 심사･등록비용이 소요된다. 해외특허 출원･
심사･등록비용은 개별 국가 및 대행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표 2-4>와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 각 단계마다 국내비용과 해외비용이 소요된다.
표 2-4 해외특허 출원･심사･등록비용
(단위: 만 원)

비용

PCT 출원

개별국 출원

심사

등록

365

681

249

331

자료: 해외출원 지원사업 참여 변리업체 조사결과(특허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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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검토
특허출원･등록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1982년부터 기술･인력개발비(제14
조) 세액공제, 1999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에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을 두고 있으나, 특허권의 해외특허 출원･등록을 위한 비용(대리인 비용, 법률･행정 비용 등)에 대
해서는 명확한 적용여부를 두지 않았다. 이후 2009년에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에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배제를 명시화하였다. 이후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등록비
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표 2-5 특허출원･등록 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
연 도

개정 내용

1982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시행령 제14조 별표6에 기술･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19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 별표5에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규정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적용여부 미규정)

20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시행령 제8조에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배제 명시화

세계 경제가 갈수록 무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글로벌 경쟁체계로 변하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로 진출할수록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허분쟁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게 가중되고 있다.
표 2-6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의 당위성
주요 내용
조세지출 목적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해외시장 진
출 및 특허분쟁 예방 지원

특정상황/문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피해가 큼. 분쟁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 가중

정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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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켜 해외특허 출원･등록
을 더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이로써 해외시장 진출에서 특허분쟁을 더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한다.
표 2-7 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례
▷ 특허기술동향사업 시행으로 국내 특허출원이 연 2.25%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9,000개의 추가 고용창출
된 것으로 분석됨
* 자료: 특허활동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국개발연구원, 2007)
▷ 산업재산권이 1건 증가할 때 평균 약 1,700만 원 매출 증가
* 자료: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 조세연)
▷ 특허 성장률이 1%p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
- G7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1963~1993년 분석 결과 특허성장과 GDP 성장
간의 동태적 연관관계 확인
* 자료: G7 국가의 특허와 GDP 성장률 간의 관계, MPRA Paper, 2011
▷ 58개국의 1980~2003년 데이터분석 결과 고품질 특허 활동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됨
- ‘자국 내 특허등록 대비 미국 내 특허등록비율’, ‘R&D를 통해 나온 혁신지수’가 GDP 성장과 정(+)의 유의관계
를 가짐
* 자료: The innovation-economic growth nexus: Global evidence, Research Policy, 2010
▷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크고, 고용비중이 높음
- 지식재산집약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GDP 비중(%) 및 고용비중(%):
∙ (미국, 2016년 미 상무부) 2010년 34.8%, 18.5% → 2014년 38.2%, 18.2%
∙ (EU, 2016년 EU 지식재산청) 2008~2010년 38.6%, 26.0% → 2011~2013년 42.0%, 27.8%
- IP 집중 산업군이 타 산업군에 비해 임금수준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큼
∙ 임금수준: $51,000(IP 집중 산업군) vs. $35,000(기타 산업군)
∙ 고용수준: 17%(IP 집중 산업군) vs. 13%(기타 산업군)
* 자료: Economic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Intensive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Shapiro & Pham, 2007
▷ 특허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 1992~2000년 전체 경제성장률 3.4% 대비 특허산업 연평균성장률이 7.4%, 전체 GDP의 17% 이상을 차지
(Charles, et al., 2001)
- 기업 전체 GDP 기여에서 IP산업이 20%를 차지, 고부가가치 수출품/서비스 기여의 40%를 차지(Siwek, 2005)
- 특허활동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국개발연구원, 2007)
∙ 특허기술동향사업으로 국내 특허출원이 연 2.25% 증가, 0.0254%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약 29,000개의 고용
창출효과 유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은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키지만 그 비용만
큼 고스란히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기업에 따라 혁신역량이 차이가
나 조세지원 혜택이 특정 혁신기업그룹이나 대기업에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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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조세수입 감소의 문제는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과세
부담의 인하는 당해 기업의 자본요소의 비용을 하락시키고 노동 및 자본 공급자에 대한 요소수익
률 향상을 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논리
의 연구결과를 다수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혁신그룹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치우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자금사정과 혁신역량이 차이가 나므로 기업유형별로 해외특허
비용 세액공제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와 해외특허 출원･등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
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는 <표 2-8>과 같이 특허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8 해외 주요국의 특허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조세지원 제도
▷ 미국: R&D에 대한 조세지원 관련 내용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41조, 제174조에서 규정.
대표적인 R&D 조세지원으로 연구개발 비용공제(Code Sec.174)와 연구 세액공제(Code Sec. 41)가 있음
-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에 대해 연구 세액공제(20%)(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비용은 불포함)
▷ 프랑스: 2013년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I)를 도입하여 규모･업종을 불문하고 적격 연구개발 비용에 세
액공제(20%)
-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보호비용, 관련 보험료, 특허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조세법 제244조 제14항)
- 특허생산비용에는 특허 변호사비, 프랑스 특허청(NIPI) 지불비용, 번역비용, 출원･승인비용, 보고서 비용 등 포함
- 특허유지비용에는 연속적인 특허권 보장을 위한 연간 비용, 특허감시위원회와 담당자 보수 등 포함
- 특허방어비용에는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소송비용, 특허보호를 위한 직원 임금 및 비용 등 포함
- 보험료는 특허획득 혹은 특허소송과 관련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계약 보험료를 포함하여 1년에 최대 6만
유로까지 지원
▷ 포르투갈: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the System of Tax Incentives for Companies Investment in
R&D: SIFIDE) 운영
- 중소기업 특허취득비용, 등록･유지비용에 대해 32.5% 세액공제
- 추가로 과거 2년 평균 R&D 비용초과 적격비용에 대해 50% 공제(150만 유로 한도)
-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향후 6년간 이월 가능
▷ 스페인: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취득에 대해 8% 세액공제(100만 유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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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효과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조세감면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11~2018년 기간 동안의 특허청의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출 규모를 분
석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조세감면액을 추정한다. 해외 산업재산권의 PCT 출원, 개별국 출원, 심
사, 등록비용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한다. 전체 해외특허 출원 건수 중 PCT 루트 비중
을 적용하여 파리루트 출원과 PCT 루트 출원의 출원･등록비용을 구분하고, 해외출원 건수를 기준
으로 심사율과 등록율을 적용하여 전체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을 추정한다. 실태조사에서 구한
대･중견･중소기업의 평균 해외특허비용에 전체 대･중견･중소기업 개수를 곱하여 전체 특허비용이
산출되고,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비중과 세액공제 비중(25%, 8%, 2%)을 적용하
면 기업 규모별 전체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의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표 2-9 PCT 루트 출원율, 특허출원 후 심사율 및 등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PCT 루트 비중

29%

30%

31%

34%

37%

37%

37%

심사율

81%

81%

83%

83%

84%

84%

84%

등록률

44%

45%

46%

54%

60%

60%

60%

주: 2018~2019년 PCT 루트 비중, 특허출원 후 심사율 및 등록률은 2017년의 비율을 연장 사용
자료: PCT 루트 비중(특허청 내부자료), 심사율(특허청 지식재산통계서비스), 등록률(WIPO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해외특허 출원･등록 시 PCT 루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파리루트(직접출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PCT 루트의 지원 이유도 PCT 출원의 주목적인 ‘다수 국가 출원 시 편의’보다는 해외 개별국가
진입 전 ‘사업성 검토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PCT 출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출원 후 특허심사 및 등록까지 진행하는 비율은 각각 84%, 6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0 해외특허 출원･심사･등록비용
(단위: 만 원)

비용

PCT 출원

개별국 출원

심사

등록

365

681

249

331

자료: 해외출원 지원사업 참여 변리업체 조사결과(특허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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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해외출원 지원산업에 참
여하는 변리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들 중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의 출원･심사･등록 비
용과 PCT 비용을 조사한 결과 <표 2-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2-11 기업 규모별 해외특허 출원 건수*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업

26,037

25,413

25,748

25,605

25,462

25,321

25,180

중견기업

2,731

2,625

2,912

3,007

3,105

3,206

3,311

중소기업**

5,455

5,538

5,614

5,695

5,778

5,861

5,946

*신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시 분할출원을 고려하지 않고 1국가당 1건만 집계(특허청 자체조사)
(해외특허 출원 건수는 2013~2015년 3년간 대･중견･중소기업의 연평균 증가율 –0.56%, 3.26%, 1.45%를 연장하여 2016~2019
년까지 연장 추계)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공기업, 내국법인, 내국개인 등이 모두 포함됨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액을 추
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규모별 구분된 해외특허 출원 건수는 2019년 기준, 대기업 25,180
건, 중견기업 3,311건, 중소기업 5,946건으로 나타났다.
표 2-12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법률 및 행정비용 포함)
구 분
대기업

비 용
출원비용

(25,180건×37%×1,046만 원)+(25,180건×63%×681만 원)=2,058억 원

심사비용

25,180건×84%×249만 원=529억 원

등록비용

25,180건×60%×331만 원=503억 원

세액공제금(2%)
중견기업

출원비용

(3,311건×37%×1,046만 원)+(3,311건×63%×681만 원)=271억 원

심사비용

3,311건×84%×249만 원=70억 원

등록비용

3,311건×60%×331만 원=66억 원

세액공제금(8%)
중소기업

(271억 원+70억 원+66억 원)×8%=33억 원

출원비용

(5,946건×37%×1,046만 원)+(5,946건×63%×681만 원)=486억 원

심사비용

5,946건×84%×249만 원=125억 원

등록비용

5,946건×60%×331만 원=119억 원

세액공제금(25%)
전체

(2,058억 원+529억 원+503억 원)×2%=62억 원

세액공제 총액

(486억 원+125억 원+119억 원)×25%=182억 원
62억 원+33억 원+182억 원=277억 원

주: 1.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율을 R&D 세액공제율에 맞추어 각각 2%, 8%, 25%를 적용
2. 세액공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업, 즉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자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실제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액은 추정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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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에 세액공제비율을 각각 2%, 8%, 25%를 가정하여 적용하
였을 때 2019년 기준으로 각각 62억 원, 33억 원, 182억 원으로 총 277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2-13 세액공제제도 실시 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금액
(단위: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대기업

65

68

72

75

79

중견기업

34

36

38

40

41

중소기업

192

201

211

222

233

세액공제 총액

291

305

320

336

353

주: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 실시 후 특허출원 건수의 연평균증가율을 5%로 가정하여 세액공제금액 추계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제도 적용 시 향후 세액공제 총액은 <표 2-13>과 같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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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관련 세액공제 개정(안): 신설
1안(내국기업)

2안(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① 기업이 해
외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관련 지
출 금액(이하 “해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중견
기업의 경우 1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특허비용”에는 대리인･법률･행정 비
용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관련
지출 금액(이하 “해외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특허비용”에는 대리인･법률･행정 비
용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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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현황
제3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효과

25

제3장

｜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1절

개요
국내외 특허분쟁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허분쟁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
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누적 공개특허는 4억여
건으로, 현대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특허문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특허정보를
분쟁예방 및 R&D에 활용하는 인식･역량이 취약하여 특허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기술이 고도화되고 기술경쟁력이 기업의 핵심요소가 되면서 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허활동의 확대에 따라 기존 기술 및 기존 특허에 대한 사전적인 검색인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조
사･분석이 연구개발(R&D)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중복투자의 축소, 기술적 성과 개선 등을
위해서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든 점에서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이 과정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항목이 되고 있다.
중복 R&D 및 미활용 특허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특허･기술의 조사･분석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국가 R&D 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의무
화하고, 국가 R&D 과제선정 시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사
업을 통해 2016년까지 정부 R&D 부처에 약 4만 개의 과제를 지원하였다.
특허조사･분석은 과거부터 장기간 축적된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R&D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특허동향조사와 선행기술조사로 구분된다. 특허동향조사는 미국, 일
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특허정보의 정량적 분석에 따른 세부기술경쟁력 분석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공백 및 회피 기술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허동향조사가 적
용되는 대형과제의 경우 연구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기획을 담당하여 기획보고서를 각 부처
산하 전담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연구기획위원회에 해당 분야 특허청 심사관(국가 R&D 특허
지원단)이 연구기획위원으로 참여하여 분석을 지원하게 된다.4) 반면 선행기술조사는 중복연구 방
지를 목적으로 R&D 과제의 선행문헌 공개 여부를 조사･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5)
특허조사･분석은 타인의 독점권 침해 여부 및 공개기술 정보, 유사 R&D 공개 여부, 유사업종
의 경쟁사 R&D 현황, 특정기술 관련 발명자 그룹의 변화, 타인의 특허권의 정당성 여부 등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7). 기업의 경우 당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권
침해 시 발생가능한 손해배상이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R&D 초

4)

임부루･박규호･이근, 선행기술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19권 제1호, 2011.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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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한 특허조사･분석을 통해 권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발명과정의 직접적 산물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발명의 산출물로서 기술변화
및 기술혁신의 찾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특허는 기술 분야로 분류되고 발명의 속도와 함께 방
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되어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기술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허는 공개된 서류이므로 필요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누구든 접근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세 가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첫째, 특허정보분석은 경쟁자의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기술의 잠재적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특허정보는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지식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허정보는
지식경영의 핵심요소임과 동시에 연구개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관련 지식을 저장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사용 분포를 살펴서 기술의 공백지점을 인식하여 적절한
연구타켓과 연구개발방식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임부루 외, 2011).
특허정보의 활용은 R&D 과정에서 이미 다른 특허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예
방하여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하며, 다른 특허들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현존 기술이
나 복제 가능 기술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존 기술을 발굴･개량함으로써
R&D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특허정보는 R&D 및 특허창출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국가
R&D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지원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비용이 10% 증가 시
특허출원이 1.2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특허조사･분석이 R&D의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안상훈 등, 2007).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2015년) 성과분석에서 사업
지원을 받은 과제가 지원을 받지 않은 과제에 비해 과제당 특허창출수와 우수특허 비중이 사업 각
각 72%, 35%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특허법 및 특허 데이터베이스(DB), 관련 기술, 특허 검색식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검색 및 특허전문가에게 관련 전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과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R&D를 거쳐 사업화하는 기간의 단
축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R&D 시설은 급속히 진부화되면서 특허조사･분석도 외부 위탁이 증가
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7).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에 대해 2004년 6월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심사청구 전 특허출원에 대해 민간조사 사업자에 의한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용실적은 2004년 1,199건에서 2008년 5,469건으
로 급격히 성장하였다.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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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현황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조사･분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허조사･분석을 외부 위탁 시 민간 R&D 주체가 높은 비용을 자체 재정
으로 지급해야 한다. 특허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정교한 조사･분석을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
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통해 특허조사･분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R&D 효율화를 도
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한 특허창출과 R&D 효율화를 위해서는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등 특허조사･분석을
통한 최적의 R&D 방향 설정 필요하다. IP-R&D 지원 기업은 비지원 대비 특허･경제 성과가 우
수(우수특허비율 1.3배, 해외특허(미･일･유럽)비율 3.7배, 매출증가율 2배, 2013∼2017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데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허조사･분석이 필수적이나, 비용 부
담으로 조사･분석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
정착과 민간 주도의 IP-R&D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지원 필요하다.
R&D 과정에서 전 세계 특허분석을 통해 ① 해외기업 특허를 회피하면서 ② 공백영역의 우수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최적의 기업 R&D 방
향 수립을 지원한다.

<특허정보 조사분석 프로세스>
(1단계)

(2단계)

(3단계)
IP관점의
R&D 전략 수립

환경분석

특허검색

핵심특허분석

∙ 기술분석
∙ 시장/제품 동향 분석
∙ 경쟁사 현황 분석

∙ Tech Tree 확정
∙ 특허･비특허 검색
∙ 유효･주요특허 도출

∙ 유효･주요특허 정량분석
∙ 주요 경쟁사 핵심특허 분석
∙ 기술흐름/매트릭스 분석

∙ 핵심특허 대응 전략
∙ 우수특허 창출 전략
∙ R&D 방향 제시

그간(2009∼2018년) 특허청 IP-R&D 지원 기업체 수는 전체 R&D 투자 중소기업(4만여 개)
의 4.1%에 불과하여, 민간 자체적인 IP-R&D 수행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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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특허조사･분석 비용 및 IP-R&D 지원현황
- 중소기업의 특허조사･분석 비용
: 민간에서 변리업체에 의뢰하는 특허조사･분석(IP-R&D) 비용은 통상 3천만 원∼5천만 원 수준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청 IP-R&D 지원 현황(과제수(예산))
: 2016) 198개(162.8억) → 2017) 228개(177.2억) → 2018) 253개(197.3억)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IP-R&D)의 주요 성과
특허조사･분석 지원사업(IP-R&D)에서는 2009~2018년 동안 1,700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맞
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특허성과가 미지원 과제 대비, 질적으로 월등한 1.3
∼3.7배의 특허를 창출하였다. 또한 지원 2년 후 매출증가율이 3배로 상승하고, 고용창출도 우수
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3-1 IP-R&D의 특허 및 경제성과
민간 R&D 중소기업

8.1%
6.1%

정부 R&D
IP-R&D

정부 R&D 중소기업
IP-R&D 참여기업

11.3명

4.1%

5.2%

17.2명

1.1% 1.3%
우수특허비율

삼극특허비율

IP-R&D 기업의 연 매출증가율

IP-R&D의 특허 성과(2013∼2017)

정부지원금 10억당 고용 창출

IP-R&D의 경제 성과(2012∼2016)

주: 1. 우수특허비율: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
2. 삼극특허비율: 국내에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된 비율

표 3-1-1 IP-R&D 지원사업 사례: 바이오톡스텍社, 특허의 공백영역을 분석
▷ 바이오톡스텍社는 신약 후보물질의 신규 용도 발굴에 난관 봉착
- IP-R&D 지원을 통해 전 세계 특허의 공백영역을 분석하여 새로운 간질환 치료제 용도를 도출함으로써 최소 수
십억 원의 실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원천특허까지 확보 → 40조 원대 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 (바이오톡스텍 대표) “IP-R&D의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신약 용도를 발굴하는 개발과정을 크게 단축하고 막대
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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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IP-R&D 지원사업 사례: 벤텍스社, 특허분쟁 우려 파악하고 대비
▷ 해외 선도기업과 특허분쟁에 승소하고 글로벌 기업에 수출
- 벤텍스社는 기능성 섬유 개발 중 IP-R&D를 지원 받아, 해외 선도기업(컬럼비아社)과 특허분쟁 우려가 있음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여 선도기업과 분쟁 승소
∙ 신제품 출시 후 예상대로 해외 선도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리 준비한 기술자료로 반격하여 최종
승소
∙ 이후 독자 특허까지 확보한 신제품을 나이키 등에 수출(100억 원 및 8% 로열티)하고 2016년 올림픽 공식의
류로도 선정
☞ (벤텍스 대표) “IP-R&D 아니었다면 컬럼비아社 특허공격에 그대로 당했을 것. 아무리 바빠도 IP-R&D 전략
회의는 꼭 참석할 정도로 회사에 중요”

표 3-1-3 IP-R&D 지원사업 사례: 최적 R&D 방향 제시 통한 혁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창출
▷ 반도체 장비업체 포인트 엔지니어링社는 매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IP-R&D를 통해 신제품･신사업을 창출
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
- IP-R&D를 통해 타 분야 특허기술 접목하여 기존 반도체 장비의 알루미늄 표면에 미세기공이 생기는 고질적 문
제점 해결하여 불량 발생을 크게 줄인 획기적 신제품 개발 및 이를 LED기판, 가스센서에 적용하여 신사업까지
창출
- 원천･핵심특허 확보(50여 건), 수출 등 매출증가(300억 원), 고용창출(60여 명), 투자유치(100억 원)
☞ (포인트 엔지니어링 연구소장) “IP-R&D 지원으로 고질적인 기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까지 확보”

현재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
다. R&D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해
당 조항에 따르면 R&D는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활동으로 정의되고, 인력개발은 임･직원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구체
적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서 언급하는 별표6(표 3-2)에 제
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과 위탁･공동연구개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기
술정보, 고유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공업･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
용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력개발은 위탁훈련비와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비,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인력개발비, 사내기술대학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
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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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
▷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가. 자체연구개발(R&D 전담부서 및 연구소 직원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 원재료･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료 등)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 등)
라∼아.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기술지도 비용, 디자인 개발 비용

그러나 특허조사･분석 비용과 연관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특허조사･분석
비용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 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인력이 특허조사･분석을 수
행하는 경우 내부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허조사･분
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별표6 나목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
구개발에 특허조사･분석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
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
술정보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의 정의
상 기술정보비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및 교수, 외국인기술자와 같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관해서는 법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유
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적격 R&D 활동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설명할 뿐, 납세자 입장에서 경
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와 과
세관청 간의 적격 R&D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학수 등,
2017). 이러한 법규정의 모호성은 R&D 주체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한 특허 창출과 R&D 효율화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
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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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준비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R&D 투자의 주요 성과가 되는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R&D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특허 확보, 특허분쟁 예방 등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금여건상 자기부담만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
정이므로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재산경
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의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을 <표 3-5>와 같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65,729개사(2019.3월 기준, 산기
협 연구소DB)가 될 수 있다.
표 3-3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의 필요성
- ‘특허조사･분석’을 통해 기존 국내외 특허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하고 최적의 연구개발 방
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또한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보편적인 R&D 수단으로
자리 매김
-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R&D 사업에서 선행기술조사 등의 특허 조사･분석을 의무화하
고 있음(특허조사･분석 비용을 정부 R&D 사업의 직접비*로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및 별표2

표 3-4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법률적 근거: 발명진흥법 제40조
▷ 발명진흥법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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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개정(안)(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
▷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가. 자체연구개발(R&D 전담부서 및 연구소 직원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 원재료･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
설 이용료 등)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 등)
라∼아.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기술지도 비용, 디자인 개발 비용
자. 중소기업이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에 지출한 비용 (신설)
자료: 특허청 내부자료(2019)

특허정보･분석 비용 세액공제 지원이 되면, 특허정보･분석에 대한 지원은 두 종류가 된다. 첫
째, IP-R&D 지원사업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둘째, 정
부지원 없이 자비로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기업에 그 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으
로, 상호보완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R&D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
므로 중복지원 문제는 해소된다.
Frascati Manual7)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는, 연구개발은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기 위한(인
간,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포함), 그리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Frascati Manual에 따르면 특정 활동이 연구개발로 정의되기 위해서
는 “신규성(novel)”, “창의성(creative)”, “불확실성(uncertain)”, “체계성(systematic)”, “이전가
능성 또는 재현가능성(transferable and reproducible)”의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Frascati Manual에서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으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를 들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전문 활동들에는 ▲과학기술
인력 ▲문헌정보 서비스 ▲특허 서비스 ▲과학기술정보, 확대 및 자문 서비스 ▲학술회의 등에 의
한 여덟 가지 활동인 자료수집, 코딩, 기록, 분류, 보급, 번역, 분석, 가치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이러한 전문 활동들은 “연구개발만을 위해서” 또는 “주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수행될 때(연
구개발 결과보고서 원문 작성)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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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Frascati Manual에서 제시하는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전문 활동

혁신 프로세스의 일부이지만 연구개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활동으로 특허출원, 라이
선싱, 시장조사, 생산 착수(manufacturing start-up), 제조 장비개선(tooling up) 및 프로세스
재설계는 적절한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정
의한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된 특허 업무는 연구개발로 분류하
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문서화하는 것은 연구개발로 정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는 활동인 특허신청, 라이선싱, 시장조사 등이
연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로 구분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서 정의
한대로 특허관련 활동은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활동이지만, 그 특성상 연구개
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과 명확히 구분･판단하기 모호한 활동이다. 이에 각
국의 해석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8)

8)

특허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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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연구개발, 혁신, 기타 기업 활동의 경계(Frascati Manual)

한편 뺷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순위 매뉴얼 제6판(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6th edition)뺸(IMF, 2009), 뺷국제 서비스 교역 통계 매뉴얼
2010(Manual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2010)뺸(UN et al., 2011)에서
“연구개발”은 특허출원을 위한 서비스 테스트도 포함하기 때문에 Frascati Manual의 정의보다
범위가 넓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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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분석 관련 선행연구에서, 임부루 외(2011)는 선행기술조사가 국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제고하여, 특허정보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었
음을 제시하였다.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투입요
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과제가 미지원 과제에 비해 과제당 0.663∼0.729개의 특허를 더 출원하고, 0.171∼0.206개
의 특허를 더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2007)에서는 특허기술동향조사비 지출규모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
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특
허기술동향조사비와 특허출원의 관계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사업비 10% 증가 시
특허출원이 135%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특허활동의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고, 특허기술동향사업으로 인해 국내 특허출원이 연 2.25% 증가하였으며, 이는 0.0254%의
경제성장률 증가와 약 29,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특허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p.320,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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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효과
□ 예상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상 감면액

103

134

148

178

214

- 예상 감면액은 기업이 특허청 IP-R&D를 지원받는 경우와, 기업이 IP-R&D를 신청했으나 선정에 탈락하여 자체
적으로 특허분석기관 등에 의뢰해 특허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를 합산하여 계산
- 2020년 IP-R&D를 신청하는 중소기업 수는 최근 5년간 신청기업 수의 연평균증가율(약 20%)을 적용하여 산출하
고, IP-R&D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중소기업 수는 2018년도 지원기업 수와 동일하게 산정
- IP-R&D를 지원받는 경우 기업 부담금은 중소기업 2천만 원, IP-R&D를 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5
천만 원*으로 산정
* IP-R&D 자체 수행 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
- 이렇게 계산한 2020년 신청기업은 총 965개이며, 그 중 IP-R&D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은 230개, 나머지 735개
기업은 자체수행으로, 총 세액 감면액은 약 103억 원
* IP-R&D 수혜기업 세액공제액: [(230개×2천만 원)+(735개×5천만 원)]×25%=103.4억 원
- 이후 2021~2024년도에도 매년 연평균 20%씩 감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목표치 설정근거는 민간기업의 2014~2018년 4년간 특허출원 연평균증가율(1.8%) 대비 매년
특허출원 5% 연평균증가율을 목표로 반영하였다.

구 분
기업*

향후 목표치(건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7,446

217,819

228,710

240,145

252,152

* 기업의 범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개인, 대학교 등이 포함됨

정책대상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 범위는 기업연구소･전담
부서 보유 중소기업 65,729개사(2019.3월 기준)가 된다(산기협 연구소DB).
효율성 측면의 효과로는,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량특허
창출기회를 확대하고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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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허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
출한 비용
자. 중소기업이 다음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특허정보의 조사･분
석 비용
1)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4)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변리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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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및
비과세한도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효과
제5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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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Ⅰ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
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즉 직무발명의 개념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종업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하고(종
업원의 직무요건), 둘째, 해당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사
용자의 업무범위요건), 셋째,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한
정된다. 현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0조부터 제19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으며 직
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표 4-1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관련 규정
조문

관련내용

제10조

직무발명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제11조의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제13조

승계여부 통지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
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
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
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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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진다. 이때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
업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사
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 기업 등이 내
부 실정과 종업원 등의 보상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해외
연수･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희망직무선택권 부여 등) 등 다양한 보상형태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제안, 출원, 등록, 실시 등 발명단계에 따라 보상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표 4-2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구분

내용

발명(제안)보상

∙ 발명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
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출원보상

∙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
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
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 시 확대된 선
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임

등록보상

∙ 사용자가 승계 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함

실시(실적)보상

∙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
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됨

처분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됨

출원유보보상

∙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
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6조)

기타 보상

∙ 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
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
한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음

출처: 특허청, 발명진흥원, 직무발명제도, http://www.kipa.org/ip-job/index.jsp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직무발명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보상시
스템은 연구자 개인에 대한 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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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하여 직무발명
활용성과를 극대화하고 발명자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우수특허 확보의 주된 원천인 직무
발명을 통해 국가 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이 기업의 혁신 성과 또는 특허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
구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Owan 외(2010)는 일본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유무만으로도 특허가치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종업원 인식도와 특허의 사업화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Lerner and Wulf(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책
임자에 대한 보상 증대가 혁신 성과를 높이고, 특히 스톡옵션과 같은 장기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발명을 증대시켰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Kim, 2010). 강경남
(2014)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기술혁신 및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금전적 보상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등록보상과 실시보상이 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 활동을 촉진
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실시보상은 기업의 매출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실시보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도 제고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Ⅱ

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필요성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개별
적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의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조세의 주된 기능은 통치단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충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울러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기 조절을 부수적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 목적 이외에 경제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하홍준, 2018).
조세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비재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 등의 국가목표실
현에 기여하도록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려는 목적 하에 한시적인 조세특별조치
를 통해 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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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방법의 조세정책을 통하여 지식재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제도,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관련 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지식재산 자체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 감면제도, 법인 등에게 지식재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관련 소득
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제도 등이 있다.
현행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성과를 낸 만큼 연구자가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연구의욕이 고
취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로 연결되면서 종국적으로 국가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금을 받는 것도 아
니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패 부담까지 안은 상태로 직무발명보상금 수령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
로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듯 연구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우수 발명
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세액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
면 더 나은 직무발명을 할수록 과세비율은 더 커지고, 한계세율 또한 더 높아져 소득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직무발명에
대한 유인효과 및 동기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등에 부담을 느껴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세수를 증가시킬 수
도 있다. 발명이 사업화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법인세 등
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자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비과세하여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세수손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회사의 연구
원이 개발에 참여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이에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시에 보
상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와 판매, 기술이전 및 특허권의 라이선싱 등을 통하여
회사는 연구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창출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주주가 수령하
게 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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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현황
Ⅰ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제도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고자 발명진흥법 제2조 제
2호에 따라 종업원 개인이 수령하게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4-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
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
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
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
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연구의욕의 고취와 기업의 생산효율 증대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1980년부터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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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그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2016년 12월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하고,
3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4-4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주요 세법 변경사항
시기

주요 변경사항

1980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종업원 연구의욕 고취 및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

2016. 12.

소득세법 개정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간주
- 연 3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2018. 12.

소득세법 개정
- 비과세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상향

Ⅱ

해외 주요국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1. 미국
미국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상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에서는 직무발명으로 근로자가 보상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소득으로 분류되도록 설계하
고 있다.
우선 재무성 시행규칙 §1.1235-1(c)(2)에서는 근로계약 내용 중에서 종업원이 연구 또는 발명
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도록 명시한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근로
계약에 의해 연구 또는 발명으로 수취하게 되는 대가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대가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판
단할 때 “발명을 위한 고용의 원칙(hired to invent doctrine)”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명
을 위한 고용의 원칙”이란 어떤 종업원 등이 연구･발명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된 경우라고 한
다면 연구･발명 자체가 자신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연구･발명에 따라 받게 되는 별도의 대가
들은 통상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종업원이 양도한 특허권이나 보상금이 특허권 실시 이전에 기인한다고 판단되고 양도
소득(I.R.C §1235조)에 따른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특허 판매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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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수입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연구･발명을 위
하여 고용된 종업원 등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들은 통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
당 계약관계 등 제반사정과 대가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특허권 등 지식재산양도권의
양도와 그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자본이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견해
고용계약을 근거로 노동대가에 대해 받는 급여, 보수나 경제적 이익 등을 급여소득으로 보고
있다. 즉, 급여소득은 개인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금,
월급, 해고 위로금, 팁, 보너스, 커미션, 수수료 등 다양한 형태의 보수로서 특별히 법에서 면제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며, 이러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11) 다만, 제3자의 손실보
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부가급부는 서비스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인일 필요는 없으며, 파트너나 이사 등도 포함된다. 수증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부가급부는 원칙적으로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체생명보험, 사고와 건강보
험료, 의료저축, 자녀부양지원금, 학비지원금, 이사비용, 교통과 음식숙박비 등은 법에서 정한 비
과세소득이 된다. 이와 같은 비과세소득은 지출 목적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되었고 부차적 또
는 부수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발생한다면 이를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범위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계약에 의한 직무상 대가로 받은 경우 근로
의 통상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 근로소득으로 본 판례 >
▶ Blum v. Commissioner 사건
Blum v. Commissioner 사건에서는 Blum이 엔지니어로 회사에 관련된 제품을 발명하였고, 해당 발명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사로 지급받았으며, 동 수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된 사례이다.
법원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의 별도계약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납세자가 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특정한 발명을 위해 연구 및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납세자가 발명을 한 후
해당 발명으로 취득한 지식재산을 기업에 귀속되도록 후속의 별도계약을 맺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소득이 지식재산양도에 따
른 자본이득은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동 판결에 있어서는 종업원 등이 근로계약에 의해 연구나 발명 등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소득
은 통상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0)

연구발명을 위하여 고용되는 경우와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서 발명한 경우는 다르게 처리된다.

11)

I.R.C § 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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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도소득으로 보는 견해
일반적인 특허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다12). 즉, 특허권의 경우 모든 실질
적 권리의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보유기간이나 권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유권자가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허권의 처분, 사용 또는 활용도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자가 주기
적인 보수를 받아도 이와 관계없이 장기 양도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발명한 사람이 특허권에 따른 상품 등
이 사용되기 이전에 발명권자로부터 특허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자가 이전
된 권리와 관련하여 상당 수준의 권리, 지분이나 조건13) 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야 자본자산(이
득)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권리의 처분이나 사용 또는 활용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을 할 경우
이는 자본자산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처리한다.

< 양도소득으로 본 판례 >
▶ Chilton v. Commissioner 사건14)
Chilton은 항공기 엔진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상 항공기 엔진 및 관련 부품 등에 대해서 발명하는 경우
에 그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회사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한편, 납세자는 여러 발명
을 한 후 해당 지식재산이 회사로 귀속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추가 지급금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서 고용주인 회사는 추가 지급금을 사용료(royalties)의 일종으로 파악한 반면, 미 연방 국세청은 근로계약 문구상
해당 지식재산을 근로자가 소유한 바 없도록 계약 문구가 작성되어 있어서 추가 지급금은 사용료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동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상의 “inventive ability”라는 용어가 특정 결과물(specific product)을 제시하는 발명과 연계되는
‘hired to invent’의 개념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 연방 조세법원은 위의 사실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근로계
약상의 “inventive ability”라는 용어가 특정 결과물(specific product)을 제시하는 발명과 연계되는 ‘hired to invent’의 개
념과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미 연방 조세법원은 근로계약 중에서 해당 기업이 개발 완료 테스트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식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면 통지를 근로자에게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식재산권이 근로자인 납세자에게 귀
속된다는 점을 들어 “‘inventive ability’라는 용어 역시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작업 업무에서 추구되는 수준을 이야기하여 직
무발명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이 취득될 수 있다”라고 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즉, 근로계약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상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12)

I.R.C. §1235.

13)

지분배정을 사전 승인제로 하거나 임의로 권리를 취소할 수 있거나 혹은 양도자 제품이나 설비만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양도자의 제품이
나 서비스만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제품품질, 시설, 서비스 기준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I.R.C.
§1235(b)(2)).

14)

Chilton v. Commissioner, 40 T.C. 552, 563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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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은 과세소득을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급여
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및 잡소득의 10종류로 구분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 또는 우리나라의 기타소
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견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우선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
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의 법적근거를 2가지로 대별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첫
째로 ｢특허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종
업원 등에 지급한 보상금과 둘째로 ｢특허법｣ 제35조 후단의 ‘상당한 대사’의 청구권에 근거하여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 대해 청구한 상당한 대가이다.
첫째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사용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에 대해 교부된 금전이기 때
문에 그 소득구분을 해당 합의 내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을 권
리를 사용자 등에 승계시킨 대가로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근무규정에 따라 수반되어 강제적으로 사용자 등에 승계시킨 대가
로서 ｢특허법｣ 제35조 제3항은 종업원 등에 대한 상당한 대가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정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종업원이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취득한 금전은 바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
도에 의한 소득이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이유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재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특허권 실리
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고려해야 할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재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로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귀속할 증가이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추가 대가의 지급이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나. 잡소득으로 보는 견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잡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직무발명의 상당한 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한 자산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노무 기타 역무의
대가로서의 성징을 가진 일시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잡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실
시보상 등은 “권리의 이전에 의해 한 번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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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당한 대가청구권에 근거해 지급된 것은 사용자가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실적에 근거하여 산정된 사용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나 종업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
우에도 해당 발명자나 상속인에 계속 지급되므로 급여소득에도 해당되지 않고 잡소득에 해당된다”
고 보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의 대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 의해 사용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에 대해 교
부된 금전이기 때문에 그 소득구분은 해당 합의 내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실적보상
제도 등에 의해 해당 특허권의 실적에 따라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성질을 가진 것은 잡소득이라
고 보았다.

다. 과세관청의 취급
현행 소득세기본통달(所得税基本通達) 23~32共-1(사용인 등의 발명 등에 관한 보상금 등)에
서는 사용인(종업원)이 발명 등에 의해 지급받은 보상금 등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승계시 일시
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양도소득(譲渡所得)으로 분류하고,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된 후 지급받은
것은 잡소득(雑所得)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승계시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한 취
급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이 이전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
소득에 기인하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승계 후에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해
당 금원(金員)이 승계 후의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이 실시 성적에 따라 지급된다.

< 직무발명보상금의 재결사례 >
“상당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다툼에서 국세불복심판소(国税不服審判所)의 재결 사례로 2009년 4월 23일 재결과
2011년 9월 22일의 재결이 있음
▶ 2009년 4월 23일 재결
“본 건 화해금은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양도된 후에 특허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건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당한 대가’의 추가분으로서 … 지급을 받은 것이며, 그 성질도 … 사용료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건 화해금과 관련된 소
득은 잡소득이 된다.”
“‘특허를 받을 권리’가 양도된 후에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되지만, 본 건 화해금은 이와 달리 해당
권리가 양도된 후에 지급을 받은 금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음
▶ 2011년 9월 22일 재결
“실적장려금에 대해 … 본 건 화해금에 있어 청구인의 직무발명의 대가 부족분으로서 그 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신 것이며,
본 건 화해금과 관련된 수입은 본 건 화해의 시점에 있어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 양도소득과세의
취지(한 번에 실현되는 것에 한정한다는 해석)에 비추어보아도 본 건 화해금은 양도소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
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와 같이 재결례에서는 일관되게 양도 시 일시에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승계 후에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는 잡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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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세관청은 발명자가 가진 직무발명 등의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대가청구
권)는 각 법령상의 고용계약 등의 존재를 지급전제로 하지 않으며, 또한 민법 제466조 “채권의 양
도성”에 근거하여 양도 가능하게 되어 고용계약 등을 전제로 한 급여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인(종업원) 등에 관한 보상은 잡소득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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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무발명보상금은 2016년까지는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대법원도 기
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2월에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
분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규정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분류의 타당성
직무발명보상금이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
서 지급되는 것이다. 즉, 종업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후에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키면서 보
상차원으로 지급받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이와 같이
본다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
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을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존재하며,
그러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취득가액
자체가 존재하기 힘든 구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
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소득은 계속 반복의 행위를 고용자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성격이고
기타소득은 일시적, 제한적 행위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때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계속 반복적인 근로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등이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만, 퇴직한 후에 받는 직
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즉,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근무관계의 유지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소득의 구분변경(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의 구분변경)을 가
져오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정당성이 없다. 부연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
에서는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라고 하여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과 그 성격이나 담세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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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이다.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
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종업원 등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
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이나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의적인
차별과세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및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위에서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하는데(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 직무발명 또한 특허･실용신
안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
로 바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발명이나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이나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
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및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 비과세한도액의 적정성
2016년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그 금액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6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
정하였다. 이러한 비과세 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한 개정은 발명자의 직무발명의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연구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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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발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비과
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이 역시 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비과세한도액인 500만 원으로 직무발명을 통해 조직에 더 큰 공헌을 하여 직무발명보상
금의 보상액이 커질수록 과세되는 비율이 더 커지게 되고, 반대로 직무발명의 공헌도가 낮아 직무
발명보상금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를테면, 직무발명자가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전액이 비과세
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이 1억 원이 되면 전체 보상금 가운데 97%가 과세되고 3%만큼만 비과세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과세 효과가 매우 미미해진다.
비과세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설정한 이는 평균지급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상의 형태 중
에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보상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규모가 작은 등록보상을 기
준으로 산정한 것이다15). 그러나 현재의 비과세 금액인 500만 원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술이전 건
수 및 기술이전료는 <표 4-5>와 같으며 평균 기술이전금액은 3,288만 원이다. 공동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술이전금액의 50% 이상이므로 평
균 직무발명보상금을 약 1,5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5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료
년도

건수

금액(억 원)

2014

6,885

2,311.2

2015

7,372

3,169.2

2016

8,865

2,663.7

2017

8,951

2,400.8

평균

8,018.3

2,636.98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1,500만 원 정도인 점
을 고려할 때 현 500만 원의 비과세금액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특허등록비용을 훨씬 상회
하는 실시･처분보상을 고려한다면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평균이 1,500만 원에 해당하고 과거 기타소득으로 그 전액을 비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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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으로 하였는데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개선방안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구분과 비과세한도 축소는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거나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발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
경하는 방안과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조정하는 방안 2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1안은 직
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한도액은 현행과 같이 500만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제2안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표 4-6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
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
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어. <삭 제>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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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
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개정(안)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5. <삭 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표 4-7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 조정 개정(안) - 제2안
현행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이란 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연 500만 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
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해당 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란 연 1,500만 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 원에서 해
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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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효과
본 예상 감면액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정책대상자는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은 종업원, 임원 또는 공
무원으로 대상의 범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에 소속되어 직무발명을 수행하는 연구인
력 460,769명(2018년 기준)에 해당되므로 민간의 직무발명보상까지 고려할 경우 추가적 비과세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되어진다.
표 4-8 기관유형별 연구인력 수
(단위: 명)

연도

공공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합계

2012

28,822

275,986

96,916

401,724

2013

31,140

281,874

97,319

410,333

2014

33,322

304,808

99,317

437,447

2015

35,550

317,842

99,870

453,262

2016

36,280

321,323

103,166

460,769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1. 현행 공공기관의 예상세액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7,000만 원16)이고,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1,500
만 원17)으로 추정된다. 7,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약 1,320만 원

16)

출처: 2017년 공공기관 임금정책평가(국회예산정책처)

17)

2017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이전료는 다음과 같으며 평균
기술이전금액은 3,288만 원임
년도

건수

금액(억 원)

2014

6,885

2,311.2

2015

7,372

3,169.2

2016

8,865

2,663.7

2017

8,951

2,400.8

평균

8,018.3

2,636.98

공동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성과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술이전금액의 50% 이상이므로 평균 직무발명보상금
을 약 1,500만 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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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총급여액-4,500)×5%=1,320만 원)으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과세소득은 5,680만 원
(7,000만 원-1,320만 원)이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1,000만 원(1,500만 원-비과세한도액(500만 원))을 포함한 총과세소
득은 6,680만 원(5,680만 원+1,000만 원)으로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18)에 의해 계산하면 연구
자의 평균과세액은 (1,200만 원×0.06)+(3,400만 원×0.15)+(2,080만 원×0.24)=1,081만 원이
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 세액을 기술이전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8,951건19)으로 전체 산출세액은 967억 원(1,081만 원×8,951건)으로 추정된다.

2. 제1개정안에 따른 예상세액 산출
7,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약 1,320만 원(1,200만 원+(총급여액
-4,500만 원)×5%=1,320만 원)으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과세소득은 5,680만 원(7,000만 원
-1,320만 원)이다. 직무발명보상금 평균이 1,500만 원일 때, 비과세한도액 5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필요경비 60%(600만 원)를 적용하여 이를 제외한 금
액 400만 원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과세소득은 근로소득 5,680만 원
(7,000만 원-1,320만 원)과 과세되는 직무발명소득 400만 원으로 총 6,080만 원이다.
따라서 6,080만 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하면 연구자의 평균과세액은 (1,200만
원×0.06)+(3,400만 원×0.15)+(1,480만 원×0.24)=937만 원이다.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
세액을 기술이전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8,951건
으로 전체 산출세액은 839억 원(937만 원×8,951건)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하에서의 산출세액은 967억 원, 개정안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 시 예상되는 산출세액은 839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액감면액은 128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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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2017년도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8,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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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967억 원-839억 원)이 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비과세한도를 500만 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세액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표 4-9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에 따른 예상세액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5년간 전망치

136

144

152

161

171

주: 2019년 예상 감면액 도출(각각 128억 원, 215억 원) 후 2020년부터는 6% 증가를 가정(최근 4년간 기술료 증가율 평균치 6%
를 반영)

3. 제2개정안에 따른 예상세액 산출
7,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약 1,320만 원(1,200만 원+(총급여액
-4500)×5% =1,320만 원)으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과세소득은 5,680만 원(7,000만 원
-1,320만 원)이다. 비과세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할 경우 평균 직무발명보상금 1,500만 원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공공기관 연구원의 평균과세소득은 그대로 5,680만 원이 된다.
따라서 5,680만 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하면 연구자의 평균과세액은 (1,200만
원×0.06)+(3,400만 원×0.15)+(1,080만 원×0.24)=841만 원이다.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 세액을 기술이전 건수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2017년 기준 공공기
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8,951건으로 전체 산출세액은 752억 원(841만 원×8,951건)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하에서의 산출세액은 871억 원, 개정안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
세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예상되는 산출세액은 752억 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액 감면액은 215억 원(967억 원-752억 원)이 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비과세한도액 1,500만 원으로 상향조
정 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세액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표 4-10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조정에 따른 예상세액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5년간 전망치

228

242

256

271

282

61

［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제5절

소결
기술고도화 추세에 따라 기술개발은 대규모의 연구시설과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고도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조직을 통한 발명에의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직무발
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직무발명이 80%를 차지하
는 현실에서 적절한 보상시스템은 연구자 개인에 대한 보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혁신시스
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이전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소득세
법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에서 근로소득(퇴직 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
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구분과 비과세한도 축소는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크게 저하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발명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62

제5장

｜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제5장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현황
제3절 기술거래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개선안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
제5절 소결

63

제5장

｜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제1절

개요
Ⅰ

개방형 혁신과 기술거래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신기술이 출현하고 다양한 이종분야 간 결합이 중요해지면서 ‘개방
형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Chesbrough(2003)가 주장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 과정을 개방하여 외부 자원을 활
용함으로써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업혁신
의 방법론이다. 즉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고 내부의 혁신을 외부와 연계시키고 시장을 확산하기 위
해 목적성을 가지고 지식의 내부 및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Chesbrough 등, 2008)으로써 기
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형 혁신은 외부의 기술과 자원을 내부화하는 내향형(Inbound) 혁신과 내부의 기술과 자
원을 외부로 보내는 외향형(Outbound) 혁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Inbound 혁신은 아이디어
확보, 공동연구, 벤처투자 등으로 실현할 수 있고, Outbound 혁신은 기술자산 판매, 분사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다(김석관 등, 2008).
표 5-1 개방형 혁신의 기술흐름 유형
유형
내향형

내용

비고

기술구매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

특허권 라이선싱

공동연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보통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수반

연구계약
(위탁연구)

특정 요소기술 확보나 시험평가를 위해 외부기관
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식재산권의 공유는 없으며, 신약개발에서 CRO
가 대표적

장기지원협약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
규모 연구비를 일괄지원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실시권을 기
업이 얻는 조건

합작 벤처
설립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 기술
의 사업화를 추진

합작 벤처는 제품 개발 완료 후 매각/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벤처투자

신기술 탐색이나 우선 실시권 확보를 위해 벤처
기업에 지분을 투자

다른 벤처캐피탈과 협력하거나 직접 벤처캐피탈을
설립

기업인수

유망기술의 도입을 위해 기술을 보유한 기업(주로
벤처)을 인수

시스코, 파이자 등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
표적 기업

해결책 공모

기술적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공
개하고 해결책을 공모

NineSigma 등 전문 사이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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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외향형

내용

비고

사용자 혁신

사용자에게 개발 툴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피드
백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

의료기, 게임, 완구 등이 대표적

집단지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구

기술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 open source
S/W가 대표적

기술판매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타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고,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
는 방식

기업 내 휴먼특허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
터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음

분사화
(spin-off)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로 사업화 추진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사업 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 사업 창출 등이 목적

출처: 강병수 외(2013)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Zhao and Reisman, 1992), 이후 기술이전의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Bozeman(2000)은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노하우나 기술적 지식이 이동하는 것으로 기술이
전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이전법’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
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간 융합이 보편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필요한 기술의 78%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R&D 또는 특허의 중요도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일수록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기업은 외부기술 도입(1.8%)보다는 자체 기술개발 비중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상당한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R&D 보다
기술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가 R&D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다.

Ⅱ

기술거래 세제혜택의 필요성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
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외부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지식의 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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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의 확산 측면에서 볼 때 기술을 취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지
식이 기업의 내부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부의
지식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Jo &
Lee, 2008). 따라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에 소극적이기 마련이며 설사
이전을 하더라도 후속 R&D 등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
반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은 흡수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의 흡수역량은 기
업이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그 정보를 체화시켜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흡수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 장기적인 경쟁의 원천이 될 수 있다(Cohen & Levinthan, 2006). 따라서 내부에서 연구개
발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기술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업의 관심과 별개로 실제로 기술을 취득하는 데는 애
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기술도입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기술 도입비 부담’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도입 후 유지･보
수의 어려움’이 24.7%, ‘도입기술의 실용성 저하’가 13.4%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
고서, 2018).
그림 3-3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자료: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201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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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은 비단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를 위해 대기업의 정부의 지원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기업의 26.7%
가 지식재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대기업의 정부지원 정책 수요

자료: 2013년 대중소기업 기술거래 지원방향(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으며 2019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지원되던 세액공제, 즉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던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사실상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많은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보다는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
한 혁신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2016 국제
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 순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체 간 협력정도”는 42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복잡해지고 수
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상당한 공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R&D보다 기술이전･대여와 같은 기
술거래는 R&D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기
술이전･취득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
성화의 실효성 제고하고 지식정보의 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
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68

제5장

Ⅲ

｜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액 조정

해외 주요국의 기술거래 관련 세제혜택

1. 중국
가.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중국의 현행 연구개발 장려세제 중에서는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가 특허박스세제와 가장 유사하
다.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는 1980년대 중반에 도입된 바 있다. 중국 재정부는 당시 국무원의 지시로
2개의 행정 통지를 공표하였는데, 당시 통지들에서는 기술연구단체의 연구결과 양도행위,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해 임시적으로 영업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집체소유의 기업이 기술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통지들에서 규정
하는 기술양도의 주체 범위가 협소하여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를 통한 지원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에
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속 통지에서는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적용 범위를 모든 시장
참여 주체들의 기술양도 행위로 확대하였다. 2000년 이후, 과거 관련 정책들은 계속 지속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과 비영리연구기관에도 연구개발 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의 흐름에 따라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는 기업소득세법 제27조로 법제화되었
다. 기업소득세법 제27조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은 후속인 행정통지에서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주요 내용20)
조세특례 내용

거주자기업이 취득한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가 면제되지
만, 초과된 부분에는 일반세율의 50%가 적용되어 과세21)

기술의 범위

특허(국방특허 포함)22),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 식물 새 품목, 생물의약 새 품목,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지정한 기타 기술
기술양도는 거주자기업이 소유한 적격 기술의 소유권 또는 5년 이상(5년 포함)인 전 세계에서 독점하는 기술
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 2015년 10월 1일부터 5년 이상인 비독점기술의 사용권의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
되었지만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적용됨23)

기술양도소득

기술양도 계약

20)

소유권과 5년 이상의 독점기술의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기술양도소득=기술양도수입-기술양도의 원가-관련 세금 및 비용
5년 이상의 비독점기술의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기술양도소득=기술양도수입-무형자산의 감각상각비용-관련된 세금 및 비용-해당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비용(应分摊期间费用)24)
국내 기업 간의 기술양도는 성(省)급의 과학기술 부문의 인증 및 등록 필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기술을 양도하는 경우, 성(省)급의 상무 부문의 인증 및 등록 필요

이상 내용은 ≪企业所得税法≫ 第27条、 ≪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第90条、 ≪国家税务总局 关于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 税
有关问题的通知≫ 国税函[2009]212号、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居民企业技术转让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
[2010]111号、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 财税[2015]116
号、 ≪国 家税务总局 关于许可使用权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82号 등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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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세제는 규정된 특례세율을 통해 조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인 반면, 중국은 기술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면제점인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면제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에 따르게 되면
기업의 기술양도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실효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양도소
득이 500만 위안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효세율은 0(零)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박스세제보다 중국에서 기업이 조세특례로 누리게 되는 혜택이 더
크다. 하지만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산출되는 실효세율이 달라
질 수 있다.25)

나. 보충적 수정 내용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다른 국가의 관련 정책들을 참고하여 기술양도소득혜택
세제의 일부분을 개정하였다.
첫째, 2015년의 재세[2015]116호 문서 중에서 국방특허를 양도 가능한 기술 범위에 추가하였
다. 최근 몇 년간에 중국의 국방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처럼 국가만 국방기술을 개
발하지 않고 민간 기업들도 국방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최근 과학부와
군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합하여 <‘제13차 5년 발전계획’ 과학기술 군민융합 발전 전문
규획>26)을 공표하였다. 이 행정문서는 군민융합의 발전을 추진하고 군민이 연합하여 국방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공표된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장려정책에 따라 국방과 관련된
특허를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범위에 추가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다.
둘째, 5년 이상의 비독점기술의 사용권 양도소득도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적용 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업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과거 관련 통지 중에서는 적격 기술의 소유권과 5년
(포함) 이상의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기술의 사용권 양도소득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의도
는 기업의 자체개발 및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세제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한되어 국가의 연구개발 장려정책이 적절하게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었다. 하지만 5년 이상의 비독점기술의 사용권 양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기술양도

21)

중국의 현재 기업소득세율은 25%이고,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기업소득세율의 50%인 12.5%이다. 이와 같은 조항 내용은 중국의 거주자기업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기업의 기술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在≪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116号）文
件中增加了国防专利的内容。

23)

≪国家税务总局 关于许可使用权技术转让所得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82号。

24)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国家自主创新示范区有关税收试点政策推广到全国范围实施的通知≫（财税[2015]116号）

25)

赵书博，前载论文，第79页。

26)

http://www.mod.gov.cn/shouye/2017-08/23/content_4789760.htm.(最终访问日：2017年10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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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혜택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기술양도소득의 계산공식이 더 세분화되었다.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세율을 적
절하게 적용하려면 소득계산방식이 중요하다. 특히 5년 이상의 비독점기술의 사용권 양도가 기술
양도소득혜택세제의 적용 범위에 추가된 후, 범위가 확장된 상황에 맞춘 수정된 소득계산방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즉 기술양도수입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27), 관련 세
금과 비용과 해당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비용(应分摊期间费用)28) 등이 있다.
한편, 기술을 양도하는 기업에서는 기술을 양도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해당 기술에 관한 자
문,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술양도와 함께 기술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러
한 수입이 기술양도소득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2013년 국가세무총국에서 판단을 한
바 있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기술양도소득 기업소득세 면제문제에 관한 통지>(국가세무총국공
고 2013년 제62호)를 통해 기술양도의 과정 중 동반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과 관련
된 수익도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해당 통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들을 규정해두고 있다. ① 기술 양도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 및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기술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기술자문, 서비스 및
교육 관련 대가는 기술양도에 따른 대가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은 통지와 관련된
해석으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유지, 업데이트를 위하여 제공된 기술의 자문, 서비스 및 교육과
기술양도계약과 함께 체결되지 않은 기술의 자문,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계약은 배제된다고 본
다.

27)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은 세법에 따라 계산되는 당해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용을 말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허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수익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2호). 한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치｣ 제67조).

28)

해당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비용(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 제외)은 기술양도가 있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에 적용되는 비용을 말한다(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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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현황
현행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은 조세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5-3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
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우리나라의 기술양도･대여소득 세액감면은 본격적으로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추진했
던 1982년에 R&D 투자 조세지원 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기술이전 활성
화 정책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R&D 자체뿐 아니라, R&D의 결과물인 기술의 이
전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R&D 투자 세액공제에 더하여 R&D의 성과에 대해 사실상 보조금처
럼 제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29), 기술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2006년부터 폐
지되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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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재계는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부에 바라는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를 통해 IP 조세지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제적으로
도 IP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허박스를 도입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기
술이전 과세특례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
화를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의 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
도를 재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중소기
업에 한하여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까지 확대하였다.

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 R&D의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
액공제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되어 198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특허
권과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한 내국인이 해당 권리를 국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에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였다.
해당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등을 면제하였다.
1989년부터는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대여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연구
개발한 과학기술 분야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기한제한 없이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내국인이 특허권 등을 외국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와 내
국인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외에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1991년 12월부터는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규
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하고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
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조세지원을 하도록 했다.
1998년 12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되었
으며, 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일몰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
술비법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 100% 면제하던 것을 국내,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200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2001년 1월부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을 연
구개발한 내국인이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관을 통해 기술을 양도･대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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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다. 2004년 1월부터는 내국인에 대한 기술비법 제공시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였으
며, 일몰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5년 12월까지 2년간 제도가 연장되었다. 그러나 연구비용을
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기술이전소득까지 줄여준다는 것이 이중지원이 아니냐는 재정경제부의 논
리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2005년 말에 결국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다 2014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재도입하여 중견기업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을, 중소기업은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을 하였다. 2016년에는 기술대여뿐 아니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세액감면 대상 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을 차감하였다.

Ⅱ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포함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2001년 제도의 도입 당시에 비
해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율이 계속해서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대기업과 중소
기업 모두 조세지원이 가능했지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2003년부터 10%에서 7%로 축소되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0년부터 제도가 폐지되었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지원실적은 두 제도를 합친 금액이다. 연평균 1,000억 원 이상 조세지원
이 이루어지다가 2005년 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폐지되면서 지원실적인 10억 원 내
외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나마도 2010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지원실적이 4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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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기술거래관련 세법 주요 변경사항
구분

연도

기술취득

200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신설
- 공제비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2002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공제비율은 7%로 축소

2005

∙ 특수관계자 간 기술취득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0

∙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2016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확대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 시 5% 세액공제

2018

∙ 일몰기간 도래도 폐지

1982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설
- 내국인 대상 양도･대여소득 100% 세액감면

1989

∙ 소득공제 대상을 내국인 대상 기술비법의 양도･대여까지 확대

199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소득공제 축소 및 일몰제도 도입
- 양도･대여소득의 50% 세액감면

2004

∙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술비법 제공 관련 조세지원 배제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 연장(2년)

2005

∙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 제도 폐지

2014

∙ 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재도입
- 50% 세액감면
∙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기술대여 세액감면 허용
- 중견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25% 세액감면

2016

∙ 기술대여뿐 아니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으로 한정

2017

∙ 세액감면 대상소득에서 특허권 관련 손실 금액 차감

기술이전･대여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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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거래 조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식재산 관련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대여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비율 및 거래기업 간의 관계, 공제대상 기업, 공제대상 기술 등의 세부사항에 대
해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된 조세지원정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래된 역사에 비
해 조세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우선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
면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특허
권 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특
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25%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규정 모두 대기업에
의한 이전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이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조세혜택의 대기업 편중에 대한 우려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한 결과, 대기업이 포함된 2005년 세액규모는 1,920억 원인데 반해 2018년에는 세액
감면의 규모는 4억 원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취득･대여의 기술거래는 기술사업화 시간 단축 및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우리 기업
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나, 현행 기술취득･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만을 대상
으로 제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거래를 장려하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
는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술대여 및 취득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구
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술대여 및 취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
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바 과
세특례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 인정을 통해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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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기술이전, 취득 및 대여에 대한 조세지원 변경(안)
현행
대상

변경(안)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50%
대기업: 10%

기술취득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5%
(2018.12.31.자로 일몰)

중소･중견･대기업

(개정)일몰기한 연장(2022.12.31.)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5%

기술대여

중소기업

중소기업: 25%

중소･중견･대기업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5%
대기업: 5%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대기업 2018년 특허취득 건수는 26,100건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취득한 건수는 121건 반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를 취득한 건수는 194건
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 2016~2018년 특허취득 건수
(단위: 건)

From

To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2016

3,964

484

907

52

118

5,525

2017

1,233

121

254

31

80

1,719

2018

3,456

19

1,330

35

112

4,952

2016

10

1,552

2,332

8

33

3,935

2017

33

992

449

7

28

1,509

2018

6

842

377

4

31

1,260

2016

87

238

3,624

1,158

195

5,302

2017

117

238

4,093

1,150

323

5,921

2018

194

176

3,790

1,182

282

5,624

2016

11

38

3,842

1,129

271

5,291

2017

11

12

4,113

1,175

166

5,477

2018

7

84

5,332

1,284

157

6,864

2016

92

44

1,613

461

8,152

10,362

2017

40

65

1,388

527

5,747

7,767

2018

133

106

1,380

427

5,354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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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o
합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2016

4,164

2,356

12,318

2,808

8,769

30,415

2017

1,434

1,428

10,297

2,890

6,344

22,393

2018

3,796

1,227

12,209

2,932

5,936

26,100

자료: 지식재산동향(2018), 특허청 내부자료

보유특허 중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공정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
관에 이전한 특허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업화율을 살펴보면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활용 및 사업
화 비중은 대기업의 활용비율이 96.7%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87.2%, 중소기업 86.5%로 나타
났다.
표 5-7 기업유형별 특허의 활용 건수 및 사업화 건수 및 비율
기업구분

보유 건수

활용 건수

사업화 건수

활용률

사업화율

전체

58,041건

52,744건

44,175건

90.9%

76.1%

대기업

23,806건

23,025건

19,578건

96.7%

82.2%

중견기업

14,574건

12,710건

9,896건

87.2%

67.9%

중소기업

19,661건

17,009건

14,701건

86.5%

74.8%

자료: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대기업의 특허활용률과 사업화율이 높다는 것은 중소･중
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매각･이전한 기업
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 3.0%, 중견기업 3.3%, 중소기업 5.3%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며, 특히 우수특허를 보유한 대기업의 매각･이전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그러나, 대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특허거래에 대한 세제혜택
이 없어서 특허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대기업이 세제혜택 대상이던 2005
년의 조세지출 규모는 1,920억 원인데 반해 2018년도 기술이전･대여 세액 규모는 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볼 때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
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기술취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
다. 따라서 조특법 제12조 제2항 기술취득에 대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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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 기술거래도 일부 과세혜택을 부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혜택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표 5-8 기술이전･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
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
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
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10(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등을 이전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
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
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
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1.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
권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
권등”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
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5(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등을 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9

［ 법･제도 연구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제4절

개선안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
본 연구의 추정치는 대기업 기술이전 중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에 대한 자
료, 대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대기업의 기술이전 건수 비중을 기준으로 예상 감면액을 분석하
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자를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대기업에게
10%의 세액감면을 주었을 경우에 대한 예상세액 산출로 제한한다.
특허권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건수가 3,456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건수는 194건(중견기업은 6건), 대기업
에서 개인 및 기타(공공기관 등)로 이전한 건수는 140건으로 대기업의 기술이전 전체 건수는
3,796건으로 나타난다.
표 5-9 2016~2018년 특허취득 건수
(단위: 건)

From

To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

합계

2016

3,964

484

907

52

118

5,525

2017

1,233

121

254

31

80

1,719

2018

3,456

19

1,330

35

112

4,952

2016

10

1,552

2,332

8

33

3,935

2017

33

992

449

7

28

1,509

2018

6

842

377

4

31

1,260

2016

87

238

3,624

1,158

195

5,302

2017

117

238

4,093

1,150

323

5,921

2018

194

176

3,790

1,182

282

5,624

2016

11

38

3,842

1,129

271

5,291

2017

11

12

4,113

1,175

166

5,477

2018

7

84

5,332

1,284

157

6,864

2016

92

44

1,613

461

8,152

10,362

2017

40

65

1,388

527

5,747

7,767

2018

133

106

1,380

427

5,354

7,400

2016

4,164

2,356

12,318

2,808

8,769

30,415

2017

1,434

1,428

10,297

2,890

6,344

22,393

2018

3,796

1,227

12,209

2,932

5,936

26,100

자료: 지식재산동향(2018), 특허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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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폐지 전(2006년) 감면규모는 1,513억 원(기재부, 2007)이므로, 기술
무역규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은 각각 85%, 15%로(기술무역통계, KOSIS)30)
2006년 대기업의 세액감면 규모는 1,286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의 기술이전 상대기업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5.1%와 0.2%이므로, 대
기업의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를 추정하면 68억 원 수준(1,286억 원
×(5.1%+0.2%)=68억 원)이 된다.
2006년과 2016년 대기업 연구개발비 규모의 변화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2016년 대기업의 중
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모는 173억 원((68억 원(2006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모)×407,787억 원(2016년 연구개발비)÷160,217억 원(2006년 연구개발비)=173억
원)으로 추정되어진다.
2006년 제도는 50% 감면이므로 이를 개정안인 10% 세액공제로 환산하면, 173억 원÷5이므로
35억 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예상세액 감면액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0 기술이전 예상세액 감면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향후 5년간 전망치

35.3

35.7

36.1

36.5

36.8

주: 2019년 예상 감면액 도출(35억 원) 후 2020년부터 1%의 기술이전율 증가를 가정(최근 3년간의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의 평균 기술이전 증가율)

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외에도 기존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중견기
업 대여소득 세액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기술이전 세액공제
도입 이후 기술거래관련 조세지출 실적이 2~14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조세지출예산서), 기술
대여･취득에 대한 예상세액 감면액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N.1;
N1.2;112_10502.3;#SelectStatsBo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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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신기술이 출현하고 다양한 이종분야 간 결합이 중요해지면서 ‘개방
형 혁신’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란 연구, 개발,
사업화 등 기술혁신의 전(全)단계에서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2003년 체스브로 교수가 개념 정립, 외부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하는 개방(외부 → 내
부)과 내부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외부로 내보내는 개방(내부 → 외부)을 포괄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간 기술거래 문화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6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
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 순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체 간 협력정도”는
42위에 머물고 있다.
기술이전･취득･대여의 기술거래는 기술사업화 시간단축 및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나, 현행 기술취득･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
로 제한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거래를 장려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허권 등
의 취득･이전･대여와 같은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바 과세특례 범위를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
술취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
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기술취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없
다.
또한 과세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소득에 대
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기술대여 및 취득소득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술대여 및 취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조특법 제12조 제2항 기술취득에 대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
하여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 기술거래도 일부 과세혜택을 부여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혜택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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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식기반경제에서 R&D가 핵심적인
경제성장의 생산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R&D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R&D의 결과물로써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
출･가공･활용･유통을 지원하는 지식재산(IP)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다. IP서비스업은 전산업에 영
향을 주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IP서비스는 R&D 실효성 제고와 직결되므로 IP서비스산업이 제 기
능을 못할 경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혁신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R&D의 운영을 위해서는 R&D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을 지원하는 IP서비스업 또한 균형에 맞게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IP)서비스
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IP서비스산
업은 제외된다. 현재 ‘무형재산권 임대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관련 일부
업종(저작물 대여 등)에 불과하여 IP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한계가 있다.

▷ 조특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제외)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소재 지역･기업 규모･업종(가.작물재배업 ~ 루.임업)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일부(5~30%)를 세
액감면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의 적용대상 업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종’은 지식재산서비스업종에 포함되는 일부 업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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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업 현황
IP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지식집약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혁신이 잘 발생한다. 세계적으로도 서비스업 위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업은 지식에 기반을 둔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국들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IP서비스업은,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
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발명
진흥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의 권리
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수집･분석 또는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산업재산권서비스업’을 IP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특
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 지식재산서비스업(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 ‘산업재산권서비스업’)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제9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
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상담(商談)･자문･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통계업

우리나라의 IP서비스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대부분의 특허법인 및 관련 업체
들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그리고 지식재산서비스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은 공학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
산서비스 업체의 대부분이 정부사업의 하청구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IP서비스업의 외부기반을 보면, 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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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체의 수익률이 낮고, 인력양성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미국은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2017), 중국은 지재
권 중점지원 산업목록을 마련하였다(2018). 일본은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을 마
련하고 지식재산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IP서비스업은 산업 전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 역할을 수행하며, 지식집약산업 성장
및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IP서비스업 규모(IP
법률대리 제외)는 약 1조 원으로 전체 서비스업 시장(1,900억 원)의 0.0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IP서비스시장은 미국(9.8조 원)의 1/10, 일본(2.4조 원)의 1/3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내 IP서비스산업이 뒤처질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기업은 지식재산
활동 저하로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CPA Global, 톰슨로이터, 렉시스넥시스 등 외국계
IP서비스기업이 이미 2008년 이후부터 국내진출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IP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IP서비스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IP서비스산업 현황(2017)
- IP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916으로, 全산업 평균 0.726보다 효과적
- IP서비스산업 고용유발 효과는 21명/10억 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 그러나 IP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1.7조 원으로 전체 서비스업(1,900조 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며,
- IP서비스산업 기업 중 약 70%가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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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서비스업 세액공제
IP서비스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기업･공공(연) 등의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는 산
업으로, 최근 특허출원 및 분쟁 등의 증가로 해외에서는 IP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
으나, 국내는 시장규모가 작고 기업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
으로 확보하여 경쟁국과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IP서비스업
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IP서비스업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등에게 조세지원이 필
요한 상황이다. IP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활성
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부 IP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둘 수 있다. 2019년 현재 IP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는 859개로, 최근 연평균증
가율 4% 수준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약 1,000여 개 업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R&D 제고를 위해 IP서비스업의 육성하고자 IP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로는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들 수
있다.
표 6-1 IP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포함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지식재산의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
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하여 창업 지원,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IP서비스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서 IP서비스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매출 증대
는 기업의 사업투자 및 수익을 증가시켜 지식재산 전문인력 채용을 증대시키는 IP서비스업의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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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효과 분석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업･공공(연) 등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
스업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제조업 등의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영세기업이 중심인 지식재산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신규수요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시에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보면, 지식재산서비스업 0.913으로 全산업 평균 0.726보다 높게 나타난
다. 고용유발 효과(명/10억 원)의 경우 지식재산서비스업이 21명이고, 全산업 평균은 14명으로
나타났다.31)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물
가수준의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세원 양성화 및 지하경제 축소 등 세수･재정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
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하게 되어 세원 양성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분배 및 부의 분배 등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지식재산의 영세 수요자에 대한 비용절
감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아직 대기업 사업군
이 아닌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 수익의 불균형
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성 평등 제고 차원에서 미취업 여대생, 이공계 경력 단절 여성인력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IP서비스 채용연계교육의 교육생 중 여성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50%(125/251명)에서 (2017년) 52%(133/255명), (2018년) 55%(140/252
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특허청･한국조세연구원, 2011년 8월)가 있다.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및

31)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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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주요 선진국의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분석,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경제
적 효과,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 및 주요 선진국 조세
지원제도 및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세금감면 실시를 통해 지식재산서
비스기업이 증가할 경우, 세금납부 기업의 증가로 세수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 평균 법인
세 납부액은 3천만 원으로 중소기업 증가 시 더 많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기업 증가 수*

23

34

36

추가 세수**

690

1,020

1,080

* 전년대비 기업 증가 수는 연평균증가율 4.0% 적용 시로 가정
** 추가 세수=기업 증가 수×30백만 원(2016년 중소기업 평균 법인세 납부액)

<참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정(안)
現 조특법(법 제7조)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 < 중 략 >....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무. 발명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서
비스업, 평가업, 중개･알선업, 교육･상담･자문･홍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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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지원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중 하나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이를 통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조세지
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R&D를 통한 IP 성과창출 및 활용은 확산 및 전이 효과를 통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
과를 가지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혁신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 조세지원 등의 유인책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R&D를 통한 IP 활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
급주체의 조세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IP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보다 실효성 있고 조세지원의 정책적 취지
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용에서 이루어지는 조
세지원제도인 ▲IP 창출 단계에서의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지식재산 창출･활용
단계에서의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IP 취득 단계에서의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IP
활용 단계에서의 “기술양도･대여소득 세액감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
상금 비과세한도”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특허 출원･등록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특허관리비용을 절감시킴
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및 특허분쟁 예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가 심화되
고 있으며, 분쟁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아
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출원과 관련된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출원을 포기함으로
써 해외시장에서의 권리도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특허 출원･등록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
해외출원 등록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둘째,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나
라는 현재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준비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
으나, R&D 투자의 주요 성과가 되는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다. R&D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특허 확보, 특허분쟁 예방 등 특허경
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연구자가 기술개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의 기술적
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구조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대응 전
략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비과세한도를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이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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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국가연구개발의 기술이전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평균 약 1,500만 원으로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보상금이 많음에도 보상금 규모가 작은 등록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과세한도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거래 세제혜택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 많은 공정
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자체 R&D보다는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혁신수단으로 부상
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는 아직 저조하다. 현행 기술취득･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거래를 장려하는 효과가 제한적
이다. 따라서 대상기업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의 지식재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지식재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가 시행되어 지식재산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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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연방 연구 및 실험 세액공제)

2017년 시행

26 U.S. Code §41 -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연구 활동 증가에 대한 공제)

C

세금

특정 에너지 연구를 위한 공제(Credit for certain energy research): 20

특정 에너지 연구를 위한 공제(Credit for certain energy research): 20

RRC: 20; ASC: 14 또는 6(이전 3년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R&D 비용이 없는 경우); 기초연구를 위한 공제: 20

상동

RRC: 이전 4년 동안 회사의 연간 총매출액과 기준 시 동안의 연구비용 및 총수입액의 비율
ASC: 지난 3년 동안 요건을 갖춘 평균 연구비용의 50%
기초 연구를 위한 공제: (a) 두 개의 최소 기초 연구 중 큰 것, (b) 기업이 고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한 대학에게 제공하는 비연구의 감소를 반영하는
금액

없음

납세자의 순소득세는 납세자의 잠정 세액공제(TMT) 또는 25,000달러 이상의 순세율 세금 부채 중 큰 금액보다 적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TMT는 0으로 취급되며, 일반세금 부과 기준에 따른 제한 사항이 계속 적용된다.
RRC: 과세년도에 납세자 요건을 갖춘 연구비용의 50%로 제한된 세금 감면(기본금 부분 참조)

-

있음(스타트업 기업 포함)

-

없음

2017 현황

시행법/규제

지출기준

공제

대기업 총액기준 비율

중소기업 총액기준 비율

대기업 증분비율

중소기업 증분비율

기본금

임계값

상한

중소기업 특별 비율

중소기업 특별 상환 조항

협업을 위한 특별 약관

대기업 상환금(연도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유형명/설명

제도유형

1. 미국

100

소득세는 소기업 요건에서 상쇄된다(스타트업 기업 포함).

최대 250,000달러 소득세 상쇄. 세액공제는 소득세 납세의무로 제한된다.

20

1

없음

R&D 세액공제는 과세되지 않음

섹션 41 (d) (4) (H)에 따라 납세자는 “그 연구가 다른 사람(또는 정부 기관)의 보조금, 계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연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섹션 41 (b) (1)은 (1) “자체 연구비용”과 (2) “계약 연구비용”의 합으로 QRE를 정의한다.
계약 연구비는 납세자의 근로자 이외의 사람, 요건을 갖춘 연구의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업무 또는 수행된 경우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무역이나 사업을 수행함
에 있어 지불되거나 발생하는 비용의 65%가 해당된다. 납세자의 직원은 제41조 (b)항 (2)호 (B)의 의미 내에서 자격 있는 서비스를 구성한다. Treas. Reg. §1.41-2
(e) (1). 과세연도가 끝난 후에 실시되는 요건을 갖춘 연구에 기인한 계약 연구비가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연구가 수행 될 때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I.R.C. §41 (b) (3) (B). 따라서 선불 연구비는 서비스가 수행되기 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계약 연구비용을 조사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문제 중 하나이다. 중요한 감사 단계는 청구된 계약 연구비의 금액(계약서별)과 함께 모든 계약서의
목록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목록에서 요청 및 검토해야 할 계약을 선택한다. 몇 가지 중요한 계약만 있는 경우 모든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위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
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법률 고문단이 협약을 확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청된 계약이 제공되지 않고 납세자가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 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은 심사관이 모든 납세자의 서류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할
것이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소 시 새로운 문서가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재무부 규정 1.41-2 (e)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연구를 수행할 요건을 갖춘 연구 수행을 위한 지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부분으로 구성된 테스트를 제공한
다. 비용은 요건을 갖춘 연구 수행을 위해 지급되거나 지불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정도는 다음
과 같다. (i) 요건을 갖춘 연구 수행 전에 입력해야 하며, (ii) 납세자를 대신하여 연구가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iii) 연구가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가 연구 결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공인 된 조사가 수행된다. 납세자가 결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를 대신하여 공인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지불이 연구의 성공에 달려 있는 계약에 따라 지불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성과보다는 제품 또는 결과에 대해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불은 계약 연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부 규정 1.41-2 (e)에 따라, 계약 연구비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자의 피고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무역이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불되거나 발생하는 비용의
65%에 해당하는데, 납세자를 대신하는 경우는 (i) 요건을 갖춘 연구 또는 (ii) 제41조 (b) (2) (B)에서 정의하는 납세자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서비
스일 때 충족한다.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계약에서 요구되는 경우, 위에 기술된 서비스에 기인하는 금액의 65%만이 계약 연구비용이 된다. 때로는 계약자가 수행해야

제한사항

이월금(연도별)

결손금(연도별)

한도

R&D 세금 감면의 과세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
사업

하도급 규칙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소기업 상환금(연도별)

제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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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1 (f) (1)은 동일한 관리 그룹의 모든 구성원(50% 이상 통제), 공통된 통제하에 있는 모든 거래 또는 사업은 단일 납세자로 취급한다. 섹션 41에 의해 정의된
통제의 의미가 합병된 반환 그룹(consolidated return groups)에 대한 정의보다 넓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포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05년 5월 IRS는
41 (f) (1)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시 규정(TD 9205 및 REG-134030-04)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스타트업 회사 규정을 약간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3년 7월
제안된 규정(REG-133791-02)의 그룹 세금 계산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 규정은 그룹 구성원에게 그룹 세액공제를 할당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2003년 7월 제안된 규정은 2000년 1월에 제정된 규정을 대체했
다. 이 새로운 임시 규정에 따른 그룹 연구 세액공제 계산은 그룹의 모든 구성원을 단일 납세자로 취급함으로써 계산된다. 그룹 세액공제는 정규 방법 또는 AIRC
방법 중 더 큰 그룹 세액공제가 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 임시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지정된 회원 또는 그룹에 의해 결정된
다. 지정된 멤버는 그룹 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할당된 그룹의 멤버이다. 그룹이 전체적으로 41 (c) (3) (b)에 있는 창업 회사 조항을 충족하면 그 그룹은 창업 회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총 수령한 사람이 있고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멤버가 QRE를 보유한 경우, 그룹 전체는 스타트업 회사 자격을 취득
할 자격이 없다. 그룹 세액공제는 그룹 크레딧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멤버가 가장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룹의 개별 멤버에게 할당된다. 그러나 개별 회원에 대한 배분은 그룹 세액공제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임시 규정은 그룹 회원이 그룹 크레딧의 100% 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999년 12월 29일 또는 그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는
합리적인 계산 방법과 그룹 세액공제 할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임시 규정은 2005년 5월 24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 대상 연도에 유효하다.

연평균 총수입액이 5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저한세(AMT liability) 세액공제로 상쇄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이전의 3년 기간의 평균 연간 총수입액이 5,000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은 비상장된 회사, 파트너십 또는 독점 소유권이여야 한다. 총수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섹션 38 (c) (5) (C)는 다음을
제공하는 448 (c) (2) 및 (3)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적용한다. (i) 52조 (a) 및 (b) 또는 414조 (m) 또는 (o)에 따라 단일 고용주로 취급되는 모든 사람은 1인으로
취급된다. (ii) 중소기업이 3년 전체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면, 총수입액의 요건은 해당 법인이 존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iii) 짧은 과세연도의 경우,
총수입액은 짧은 기간의 총수입액에 12를 곱한 다음 그 결과를 짧은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다. (iv) 모든 과세연도의 총수입은 해당 연도에 이루어진 환급 및 공제액에
의해 감소한다. 또한 파트너십 또는 S기업의 경우 총 영수증 테스트는 해당 기업과 파트너 또는 주주 모두가 과세연도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십 또는 S기업의
경우, 총수입액 테스트는 해당 기업과 파트너 또는 주주 모두가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조세연도부터 적용되며, 소위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납부 대신 급여세 납부에 대해 연구 세액공제의 일부분을 미화
25만 달러를 한도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파트너십 또는 S법인이 아닌 소기업의 경우, 선출된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이월될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로 제한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다음과 같다. 5백만 달러 미만의 과세연도에 대한 총수입액을 보유한 소기업, 과세연도로 끝나는 5년 과세 기간 이전에 총수입액이 없는 경우,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아닌 중소기업(예: 단독 소유)은 납세자가 모든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총수입액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및 파트너십의 경우, 총수입액 및
세액공제 한도는 통제된 그룹(controlled group) 단위로 적용된다.

납세자 요건
(예: 중소기업 요건)

할 활동이 주 계약의 본문보다는 계약 참조된 작업 지시 또는 작업 명세서에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다. 그러한 문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검토해야 한다.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 데 연구 계약과 다른 서비스 계약은 계약 연구비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계약에서 공급 업체는 시간당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는 명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납세자는 완료된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 QRE에는 요건을 갖춘 연구 업무에 대해 지불한 금액만 포함된다(65% 제한). 요건을 갖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합의된 고정 가격 금액이 있는 연구 계약의 전체 금액은 65%로 제한되며 QRE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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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음

SSH

해당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한 금액의 65%(납세자의 직원을 제외하고), 요건을 갖춘 연구(특정 연구 협회에 지불한 금액의 75% 및 특정 중소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연방연구소에 지불한 금액의 100%).

해당

R&D 서비스

주석

소모품

주석

급여 및 연봉

R&D 요건

해당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완성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같은 특허취득비용이 포함된다.

주석

주석

해당

연구 세액공제는 네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the regular research credit(RRC),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ASC), 특정 에너지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및
기초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ASC: 납세자가 이전 3년 중 어느 한 기간에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율은 6%로 낮아진다. 세금 면제가
된 특정 에너지 연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협회의 연구비 비용. 대학 및 특정 비영리 과학 연구기관이 수행한 기초연구에 지불한 기업의 현금 지출(보조금
또는 기부금 포함)의 100%.
납세자는 RRC 또는 ASC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에는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 연구비 세액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연구비 지출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주장한 공제 금액만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연구비 비용 공제를 피하고 줄어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감소된 세액공제는 환원되지 않은 공제
의 0.65배이다(.65=1-최대 법인 세율(.35)). R&D 세액공제는 일반 법인세 공제(GBC)의 구성요소이다. GBC는 소득세 납부에 근거한 제한을 초과 할 수 없다. 즉,
환원되지 않는다. GBC는 납세자의 임시 소득세의 25% 또는 25,000 달러를 초과하는 순세액공제액보다 많은 납세자의 순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199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회사는 RRC 대신 AIRC으로 청구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중단된 AIRC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총 매출의 1% 이상 1.5% 미만인 회사
의 QRE 3%, 동일 수입금의 1.5% 이상 2.0%의 미만은 QREs의 4%, 동일 수입금의 2.0% 이상은 QRE의 5%의 합계와 같았다. 2008년 긴급경제안정화법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P.L. 110-343) 규정에 따라 AIRC가 중단되었다.
연방 연구 및 실험(R&E) 세액공제는 1981년 경제활성화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한 임시 조치로 처음 제정되었다. 도입 이후 2016년 일괄세출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공법(Public Law) No.114-113, H.R.2029)(Guenther, 2016)에 의해 2015년 12월에 영구 세법이 적용되기 전에 세액공제
가 16차례 연장되었다. 이후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발생 금액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체 최소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은 2016년부터 일부 제한 사항에 따라 급여세 납부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대상 연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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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섹션 41 (b) (1)은 (1) “자체 연구비용”과 (2) “계약 연구비용”의 합으로 QRE를 정의합니다. 섹션 41 (b) (2)는 사내 연구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직원이 수행
한 “자격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발생하는 “임금” 2. “자격 있는 연구”의 수행에 사용된 “공급품”에 대해 지불되거나 지불 된 금액, 3. 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 있는 연구 수행 시 컴퓨터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발생된 금액.
섹션 41 (b) (2) (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자격 서비스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를 직접 감독한다.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를 직접 지원한다.
섹션 41 (b) (2) (C)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1) 토지 또는 토지 개량 및 (2)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 성격의 재산 이외의 유형 자산으로 정의한다.
섹션 41 (b) (3)은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를 위해 납세자(납세자의 직원을 제외하고)가 납부한 금액의 65%를 “계약 연구비”로 정의한다. 경비가 섹션 41 (b)에 명시되
어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비용을 QRE로 청구할 수 없다.

해외 R&D 서비스

확장 가능한 내용

해당하지 않음

제3자에 의한
R&D 인건비

주석

감가상각

주석

토지 및 건물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기계 및 전기

주석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 수행에 사용되는 물품은 공제 대상. 섹션 41 (b) (2) (C)는 토지 또는 토지 개선 및 건물 및 장비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 이외의 유형 자산으로
공급을 규정한다. 간접비, 리스 비용 및 라이센스 비용은 유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되는 공급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또는 그 역량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직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회사가 취득한 비상감적 유형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공급 장치가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의 수행에 사용되는 회사가 취득한
비상각 유형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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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당

중소기업 특별 비율

중소기업 특별 상환 조항

-

-

-

-

-

중소기업: 해당 기간 동안 포기할 수 있는 손실은
14.5% * (세액공제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R&D
지출, R&D에 해당하는 지출의 최대 130%)

중소기업: R&D 프로젝트당 총 750만 유로 한도
대기업: 한도 없음

상한

-

제한사항

-

임계값

-

즉시

-

기본금

-

중소기업 상환금(연도별)

-

중소기업 증분비율

-

즉시

-

대기업 증분비율

없음

없음

130

중소기업 총액기준 비율

11

대기업 상환금(연도별)

-

대기업 총액기준 비율

세금

C, 무형 자산

2017년 시행

-

과세 소득

공제

R&D 세액공제
연구 개발 지출 세액공제(RDEC) 계획

협업을 위한 특별 약관

C, 무형 자산

지출기준

시행법/규제

2017년 시행

2017 현황

R&D 조세특별조치

연구 개발을 위한 법인 세액공제

제도유형

유형명/설명

2. 영국

없음

없음

없음

-

-

-

근본적인 원칙은 구제가 적법한 R&D 활동을 수
행하는 청구인에 의해 발생한 순수한 지출로 제한
된다.

-

-

-

-

상동

100(해당되는 경우 처분 가치 감소)

과세 대상

ME, B, R&D 무형 자산

2017년 시행

연구 개발 수당(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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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

이월 면제는 동일한 사업의 이윤에 대비하여 제한
된다.

R&D 세액공제는 회사의 과세 소득이 아니다.

회사가 R&D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
우, 이는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
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조금이 유럽 집행위
원회에서 인정하는 ‘국가(state)의 지원’인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 제도하에서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보조금인 경우 기업이 청구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출은 보조금의 액수만큼 줄어
든다. 회사는 대신 대기업 제도(Large Company
Scheme)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보조금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통보된 다른 형태
의 지원을 받은 회사는 연구개발 세금면제를 청구
하기 위해 지원금을 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
회사가 3년 동안 20만 유로 미만의 지원을 받는
다면 De Minimis 규정에 따라 De Minimis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De Minimis 지원을 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R&D 세액공
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De Minimis의 지원
을 통해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를 충당할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회사 비용이 아닌 프로
젝트 비용에만 적용된다. 직접 EU 기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적절한 경우 지불 가능한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서 자체 지출에 대한 중소기
업 R&D 세액공제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EU 보조금에 대한 세금면제는 대기업 제도

결손금(연도별)

한도

R&D 세금 감면의 과세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

R&D 조세특별조치

이월금(연도별)

제도유형

지원 통보를 받은 회사는 대기업 세금 감면 또는
RDEC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보조금으로 지
원되는 적격 R&D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
기업 R&D 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R&D 세금 감
면 대상에서 보조금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제도(Large Company Scheme)에 따른
보조금 축소는 없다.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
는 일반 방안 즉, 대기업 R&D 세액공제제도
(2016년 3월 31일까지 유효했었고 폐지된) 및
연구개발 지출 세액공제제도(RDEC)(2013년 4월
1일부터 유효)는 국가 지원에 통지되지 않는다.

RDEC 체계는 과세 대상이다.

-

-

무기한

R&D 세액공제

가속감가상각 할당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없음

-

-

연구개발(R&D) 자본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106

하도급 규칙

제도유형

(A) 중소기업이 하도급 R&D에 지불한 금액:
(i) 연결되지 않은 외주 업체에 대한 지불: 회사와
하청 업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CIRD82150) 회
사는 하청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65%(즉, 절
대 한도액 제외)에 R&D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청 업체는 작업 자체를 수행할 필요는 없
지만 작업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있다.
(ii) 연결된 하청 업체에 대한 지불: 회사와 하도급
업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중 낮
은 금액으로 R&D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a) 하도급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및 (b) 하청 업체
의 회계 기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끝나는
GAAP에 따라 작성된 하청 업체의 이윤을 결정할
때 하청 계약금 전액이 고려되는 한 하청 업체의
관련 지출 구제가 청구된다. (b) 하도급자의 관련
비용은, 세금감면을 청구하는 회사의 회계 기간의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청 계약금 전액이 하청
업체의 GAAP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에서의 이
익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회사와 하청 업
체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처리하도록 공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동
일한 계약 약정에 따른 모든 지불에 적용되며, 계
약이 성립되었던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
에 업무에 대한 HMRC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하도급 업체는 영국
거주자일 필요는 없으며 영국에서 하도급 연구개
발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별개로 보았을 때 하청
업체가 수행한 실제 작업은 연구개발일 필요는 없

(Large Company Scheme)와 RDEC 하에서
청구할 수 있다. 대기업 제도(Large Company
Scheme)에 따른 보조금 축소는 없다.

R&D 조세특별조치

(B) 제3자에 의해 외주된 R&D에 대한 대금 지
불: 대기업은 다른 대기업이나 영국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 한 계약된 업무 관
련 비용을 세금면제 청구할 수 있다.(예시: 영국
대기업은 영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미국 회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3자에 의해 수행된 R&D에 대한 기여: 중소기
업은 독립적인 연구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없
지만 대기업은 할 수 있다.

(A) 대기업의 하청 R&D에 대한 지불: 대기업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계약한 R&D에 대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대학, 보
건 당국, 자선 단체, 과학 연구 단체, 개인 또는
개인의 파트너십에 지불하는 경우에만 하도급 비
용을 청구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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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회사는 R&D 활동의 일환으로 테
스트에 필요한 특수 기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료 분석 테스트를 하청해야 한다. 테스트는 잘
정립되고 관례일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R&D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청 작업은 회사의 관점
에서 R&D로 간주된다. R&D라는 더 큰 프로젝트
의 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제도에
따라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외주
업체로서의 R&D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제도인
CIRD89500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회
사는 적격한 지출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로 인한 손실은 지불 가능한
세액공제로 양도될 수 없다.
(B) 제3자에 의해 외주된 R&D에 대한 대금 지
불: 중소기업은 보조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활
동과 관련 있는 비용에 대해 더 유리한 소기업 면
제를 주장할 수 없으나, 덜 관대한 대기업 면제
제도를 통해 주장할 수 있다(이는 중소기업이 손
실을 현금화하여 환급할 수 없음을 의미).
대기업은 다른 대기업이나 영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람과 계약을 맺는 한 계약된 업무 관련 비
용을 세금면제 청구할 수 있다.(예시: 영국 대기업
은 영국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미국 회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3자에 의해 수행된 R&D에 대한 기여: 중소기
업은 독립적인 연구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없
지만 대기업은 할 수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대기업 강화 공제 제도가 RDEC 체계로 대체되
었다.

R&D 조세특별조치

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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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500명 미만의 직원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 또는 조직이다.: i. 1억 유로를 초
과하지 않는 연간 매출; ii. 8,600만 유로를 초과
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이 정의는 2008년 8월 1
일부터 R&D 지출에 적용된다. 이 날짜 이전의
중소기업은 직원이 250명 미만이고 다음 중 하나
를 충족하는 회사였다. i.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회사나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
하는 대기업의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
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한계를 고려할 때, 회사
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및/또는
청구 회사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를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다. 2009년 12월 9일
이전에 끝나는 회계 기간 동안, 회사나 조직이 중
소기업 제도하에서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프로젝
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
어야 한다. R&D 면제 목적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법인세 또는 세금원천징수
(PAYE)와 같은 기타 세금 분야 또는 다른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영국 국세청(HMRC)이 사용한
것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는다.

감면 혜택은 회사 또는 조직이 회계 기간에 적격
한 R&D 비용에 연간 10,000 파운드 이상을 지
출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2012년 4월 1일 이후
에 종료되는 회계 기간에 대해서는 이 한도가 적
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기업
제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조직

납세자 요건(예: 중소기업 요건)

기타사항

R&D 조세특별조치

집계 규칙

제도유형
R&D를 수행하는 기업.
개인과 파트너십 또한 RDA를 요구할 수 있다.

100% 직접적인 자본 공제(비용화)는 연구개발
공제의 대상이 되는 R&D에 대한 자본 비용(기계
및 건물에 대한 비용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이
처리는 회사의 자체 비용 또는 다른 회사(예:
R&D 서비스 계약)에서 R&D를 수행하는지 여부
에 따라 다르다.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상인이 직접 또는 연구원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은 500명 미만의 직원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 또는 조직이다. 1) 연간
매출액이 1억 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b)
8,6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이
정의는 2008년 8월 1일부터의 R&D 지출에 적
용된다. 회사나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 요건을 통
과하지 못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위에 제시된 한계를 고려
할 때, 회사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및/또는 청구 회사가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는 회사를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다.
2009년 12월 9일 이전에 끝나는 회계 기간 동안,
회사나 조직이 중소기업 제도하에서 면제를 주장
하는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
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R&D 면제 목적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법인세 또는
세금원천징수(PAYE)와 같은 기타 세금 분야 또는
다른 정부 기관과 관련하여 영국 국세청(HMRC)
이 사용한 것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R&D 비용의 10%를 경감
한다. RDEC 제도는 R&D 면제의 가시성과 확실
성을 높이고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더
많은 재정 및 현금 흐름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2015년 4월 1일부터 R&D 비용의 11%를 경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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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형’인 경우 대기업 제도하에서 지출이 허용
되었을 것, (2) 보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령한 금
액이 750만 달러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비용은
중소기업 제도에서만 제외된다. 대기업 제도
(Large Company Scheme)하에서는 세금 감면
율이 낮아서 면제 금액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없다. 대기업 제도에 따른 보조금이나 보조금 축
소는 없다.
회계 기간에 기업이 포기할 수 있는 손실은 다음
과 같다: (i) 1044조에 의거하여 사업 기간에 발
생한 손실과 이익의 계산에서 얻은 추가 공제액을
얻음, (ii) 1045조에 의거하여 사업 손실로 취급
된다.

R&D 조세특별조치

R&D 세액공제
을 대신한 R&D에 대한 자본 비용으로 다음과 같
다: i) 상인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ii)
상인이 R&D와 관련된 사업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경우. RDA는 R&D 비용이 계속되는 사업 또는
계속 수행될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
다. 사업과 관련된 R&D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사업의 연장을 촉진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R&D, 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와 특별
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직업병에 대한 연구와
같은 의료 연구. 일반적으로 RDA는 적격한 비용
의 100%이다. 그러나 처분가능액이 RDA가 이
루지는 과세 기간의 해당 지출을 고려해야 할 경
우, RDA는 처분가능액을 제외한 비용의 100%
아다. RDA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비용이 발생
하지 않는 한 적격한 비용이 발생하는 과세 기간
동안 적용한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적격한 비
용이 발생한 경우, RDA는 사업이 시작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적용한다. 사람이 100% RDA를 요
구할 필요는 없지만, 감소한 금액이 청구된다면,
나중에 잔액을 청구할 수 없다. RDA에 balancing allowances는 없다. disposal event
CA60600이 있고, 처분가능액이 미청구 RDA보
다 더 크면 조정이 있다. 미청구 RDA는 청구되
지 않은 100% RDA의 일부이다. 조정금액은 i)
청구되지 않은 RDA를 초과하는 처분가능액과 ii)
RDA가 적용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연구개발(R&D) 자본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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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D, BD

세금

6~10년 사이의 과거 3년 평균 대비
R&D 비용 변화 비율(2011년 6월 14
일까지 임시 조치)

12(2018년까지 임시 조치: 과거 3년
간 평균 대비 R&D 비용 변화율에 따
라 12-17)

-

-

-

비용기준

공제

대기업 총액기준 비율

중소기업 총액기준 비율

대기업 증분비율

중소기업 증분비율

기본금

시행법/규제

2017년 시행(영구조치)

2017 현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총액형 R&D 세액공제
(이 표의 “제도 1”)

제도유형

유형명/설명

3. 일본

-

-

-

20 또는 30

20 또는 30

세금

공동 연구개발
(C, MED, BD, 무형 자산)

2017년 시행(영구조치)

개방형 혁신활동 기반 R&D 세액공제
(이 표의 “제도 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난 3년 이내에 시작된 이전 사업 연
도의 평균 연간 연구개발 비용

5-30
(증분 금액에 따라 다르며 증분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최대 증분율은 30%임)

5-30
(증분 금액에 따라 다르며 증분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최대 증분율은 30%임)

-

-

세금

C, MED, BD

폐지
(2016년까지 시행: 2017년 3월 31일
까지)

증가형 연구개발 세액공제
(이 표의 “제도 3”)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연평균 매출액”의 10%
(해당 사업 연도 및 사업 연도의 첫 번
째 날 이전 3년 이내에 시작된 각 사
업 연도의 평균 회전율)

20 * [R&D intensity – 0.1]%

20 * [R&D intensity – 0.1%]

-

-

세금

C, MED, BD

2017년 시행
(2018년까지: 2019년 3월 31일까지)

고수준형 R&D 세액공제
(이 표의 “제도 4”)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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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영구적인 조치로서: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법인의 국세 법인 소득세 부채의
25%
FY2018까지 임시 조치로, 고수준형
R&D 세액공제는 제도 4의 적용을 받
을 수 없다.
총액형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0% 인
상될 수 있다. ⅰ)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즉,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이 10% 이상)
ii)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증가
(지난 3년간 평균에 대한 연구개발 비
용의 변화율은 5% 이상)
납세자는 제도 1, 제도 2 및 제도 4를
사용하여 R&D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
의 국세 법인 소득세 부채의 40%이다.

있음

-

-

-

-

-

-

-

이월은 2015년 4월 1일 이후로 가능
하지 않음. 2009년 4월 1일부터

상한

중소기업 특별 비율

중소기업 특별 상환 조항

협업을 위한 특별 약관

대기업 상환금(연도별)

중소기업 상환금(연도별)

제한사항

이월금(연도별)

결손금(연도별)

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임계값

제도유형

좌동

-

-

-

-

-

있음

-

좌동

-

-

-

-

-

-

-

-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법인의 국세 법
인 소득세 부채의 10%. 납세자는 제
도 1, 제도 2 및 제도 4를 사용하여
R&D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의 국세
법인 소득세 부채의 40%이다.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법인의 국세 법
인 소득세 부채의 5%. 납세자는 제도
1, 제도 2 및 제도 4를 사용하여
R&D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의 국세
법인 소득세 부채의 40%이다.

-

없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없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좌동

-

-

-

-

-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법인의 국세 법
인 소득세 부채의 10%. 납세자는 제
도 1, 제도 2 및 제도 4를 사용하여
R&D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의 국세
법인 소득세 부채의 40%이다.

없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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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아님

기업이 국가 정부나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
으로 법인 소득세의 총이익 금액에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
정 자산을 취득하면 감면 소득에 따라
과세를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R&D
보조금 수령은 총소득에서의 공제 금
액에 영향을 미친다.

R&D 서비스 계약 또는 비용 분담 계약
에 따라 R&D 수행자가 받은 지불금은
R&D 세액공제의 기준을 줄인다. 특히
자금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나온다면
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적으로 관계없는 기관(정부 기관, 고객,
공급 업체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
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집계 규칙은 세액공제가 개별 회사의
지위가 아니라 합병된 통합 지위를 기
준으로 계산되는 R&D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적용된다.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

하도급 규칙

집계 규칙

2010년 3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
연도에 대한 미사용 연구개발 세액공
제는 최대 3년까지 이월 가능. 2010
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
지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 연도
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년 이월 가
능. 2011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초과 청구는 1년 이월 가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세금 감면의 과세

제도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R&D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아님

R&D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아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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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R&D 비용을 가진 모든
개인, 법인 또는 합병된 통합 법인.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자본 투자 또는 자본 출자가 1억 엔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ⅱ) 정기적으로
고용 된 인원이 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
자본 또는 주식 투자가 없는 기업, ⅲ)
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으로 고
용된 자영업자; 또는 ⅳ) 농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에 제외되는 경우, ⅰ) 발행주
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대기업
보유; ⅱ) 2개 이상의 대기업이 발행주
식 수 또는 출자주식 수의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 측정한 R&D 강도는 “연평균 매
출액”보다 사업 연도의 공제 비용에 포
함된 R&D 비용 금액으로 정의된다.
(해당 사업 연도 및 사업 연도의 첫 번
째 날 이전 3년 이내에 시작된 각 사
업 연도의 평균 거래 금액)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개방형 혁신활
동 기반 R&D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

기타 사항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납세자 요건
(예: 중소기업 요건)

제도유형
좌동

비율은 “연구개발정도”에서 10%를 제
외한 20%이다.
”R&D 집약도”는 “연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사업 연도의 공제 비용에 포
함된 비용이 R&D 금액으로 정의된다.
(해당 사업 연도 및 사업 연도의 첫 번
째 날 이전 3년 이내에 시작된 각 사
업 연도의 평균 거래 금액)

자격을 갖춘 R&D 비용을 가진 모든
개인, 법인 또는 합병된 통합 법인.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ⅰ)
자본 투자 또는 자본 출자가 1억 엔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ⅱ) 정기적으로
고용된 인원이 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
자본 또는 주식 투자가 없는 기업. ⅲ)
천 명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으로 고
용된 자영업자; 또는 ⅳ) 농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을 제외되는 경우. ⅰ) 발행주
식 수 또는 출자 총액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대기업
보유; ⅱ) 2개 이상의 대기업이 발행주
식 수 또는 출자주식 수의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
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관련 사업 연도의 적격 연구개발 비
용액은 “비교 연구개발 비용”의 105%
를 초과해야 한다. “비교 R&D 비용”은
사업 연도의 첫 번째 날 이전의 지난
3년 이내에 시작된 선행사업 연도의
연간 R&D 비용 평균치로 정의된다.

자격을 갖춘 R&D 비용을 가진 모든
개인, 법인 또는 합병된 통합 법인.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특수 연구
소”와의 공동 연구개발: (a)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에 규정된 실험 및 연구기관 등 또는
국가 R&D 기업: 30%(“특수 R&D 연
구소”는 “국가 R&D 기업 및 연구소”
라고 부름); (b) 대학 등: 30%; (c) 민
간 기업, 민간 연구기관, 지방 연구기
관: 20%
(2) 납세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기술
연구 조합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20%
(3) R&D 위원회: (a) “특수 R&D 연
구소”: 30%; (b) 대학 등: 30%; (c)
중소기업: 20%; (d) 공익 법인, 지방
자치단체 등 20%
(4) 중소기업의 면허 및 지식재산권 획
득(즉, 면허 취득자 또는 초기 지식재
산권 소유자는 일본 과세 시스템에서
정의된 “중소기업”): 20%
R&D 활동이 국가의 R&D 기업 및 연
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면 세액공제율
은 30%에 달한다. 연구 개발활동이
민간 기업, 민간 연구소, 기술 연구 협
회 또는 시립 R&D 연구소를 포함하여
진행되면 세액공제율은 20%이다. 위
원회의 계약은 동일한 주관적 사양으
로 자격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의 면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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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R&D 서비스

기계 및 전기

주석

소모품

해당하지 않음

해당

일반적으로 급여는 연구개발에 100%
시간을 투자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
액을 의미한다.

주석

주석

해당

급여 및 연봉

R&D 요건

주석

해당하지 않음

해당

해당

좌동

해당

해당하지 않음

SSH

해당하지 않음

면허 취득자 또는 IP 권리의 취득은 면
허 취득자 또는 초기 IP 소유자가 일본
세금 체계에 정의된 “중소기업”인 경
우에만 해당

해당

취득 및 지식재산권 취득은 20%로 계
산된다. 제도 2에서 주장된 R&D 비용
은 다른 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용된다. 또한 “첨단 R&D 집약도
R&D 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가능하
다.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주석

다른 S&T&I

R&D 정의

제도유형

해당하지 않음

해당

해당

좌동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b) 관련 사업 연도의 적격 연구개발 비
용액은 이전 사업 년도의 적격 연구개
발 비용액을 초과해야 한다.
c) 해당 사업 연도의 적격 연구개발 비
용액이 “벤치마크 연구개발 비용”을 초
과해야 한다. “벤치마크 R&D 비용”은
사업 연도의 첫번 날 이전 2년 이내에
시작된 선행사업 연도의 연간 R&D 비
용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정의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해당하지 않음

해당

해당

좌동

해당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115

취득한 공장 및 기계류

해당하지 않음

인수한 건물의 감가상각

해당

엄밀히 말하면 R&D 세액공제는 R&D
자산 감가상각보다는 R&D 공제 비용
에 적용된다.

해당하지 않음

해당

기업이 블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 거주 또는 비거주 기업의 R&D 비
용이 포함된다.
적격한 비용은 국내 비용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입주 기업의 해외 지사의 비
용도 해당됨)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
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R&D, 기술
향상, 설계, 계획 또는 발명에 소요되
는 원자재, 노동 비용, 간접비, 고정 자
산 및 계약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실험 및 연구를 위해 타
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적격한 비
용 금액은 실험 및 연구비용 총액에서
지불금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어야
한다.

토지 및 건물

주석

감가상각

주석

제3자에 의한 R&D 인건비

해외 R&D 서비스

확장 가능한 내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주석

제도유형

해당
첨단 R&D 집약도의 R&D 세액공제는
2008년 4월 1일 이후, 2014년 3월
31일까지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사
업 연도에 적용된다.
이는 2008년 4월 1일에 도입되었으며
종료일이 2년마다 연장되었다. 현재는
2017년 3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적격 비용은 국내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입주 기업의 해외 지사의 비용
도 해당됨)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개선, 설계,
계획 또는 발명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
재, 노동 비용, 간접비, 고정 자산 및
계약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
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실험 및 연구를 위해 타
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적격한 비
용 금액은 실험 및 연구비용 총액에서
지불금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어야
한다.

기업이 블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 거주 또는 비거주 기업의 R&D 비
용이 포함된다.
적격한 비용은 국내 비용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입주 기업의 해외 지사의 비
용도 해당됨)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
면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개선, 설
계, 계획 또는 발명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노동 비용, 간접비, 고정 자산
및 계약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실험 및 연구를 위해 타
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적격한 비
용 금액은 실험 및 연구비용 총액에서
지불금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어야
한다.

기업이 블루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 거주 또는 비거주 기업의 R&D 비
용이 포함된다.
적격한 비용은 국내 비용에만 국한되
지 않으며(입주 기업의 해외 지사의 비
용도 해당됨) 세액공제 자격을 얻으려
면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개선, 설
계, 계획 또는 발명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노동 비용, 간접비, 고정 자산
및 계약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실험 및 연구를 위해 타
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적격한 비
용 금액은 실험 및 연구비용 총액에서
지불금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이어야
한다.
면허 취득자 또는 IP 권리의 취득은 면
허 취득자 또는 초기 IP 소유자가 일본
세금 체계에 정의된 “중소기업”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음

좌동

해당

좌동

해당하지 않음

좌동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해당

해당하지 않음

좌동

해당

좌동

해당하지 않음

좌동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해당

해당하지 않음

좌동

해당

좌동

해당하지 않음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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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D, BD
과세소득
50
75

비용기준

공제

대기업 총액기준 비율

중소기업 총액기준 비율

없음

중소기업 상환금(연도별)

한도

결손금(연도별)

이월금(연도별)

제한사항

없음

대기업 상환금(연도별)

협업을 위한 특별 약관

중소기업 특별 상환 조항

중소기업 특별 비율

상한

임계값

기본금

중소기업 증분비율

R&D 하청: 적격 비용의 80%

財稅 [2015] No.119

시행법/규제

대기업 증분비율

2017년 시행

2017 현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세액공제(초대형)

제도유형

유형명/설명

4. 중국

최대한계 = 100만 위안.
한계를 넘을 경우, 감가상각비는 보통보다 40% 단축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중 감소 가치 또는 연말 합계 방법을 따를 수 있다.

100

100

과세소득

ME

2017년 시행

연구개발(R&D) 자본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117

R&D 세액공제는 과세되지 않음
최근 財稅(Cai Shui) 119(연개발비 추가비용공제의 정책 개선
에 관한 고시 財稅(Cai Shui) [2015] No.119)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ⅰ) R&D와 관련 없는 현지 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서비스 받는 사람(본청회사)의 추가비용공제
액: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80%가 추가비용공제 대상이다.
하청업체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원청업체 사업의
추가비용공제를 위한 상세한 R&D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ⅱ) R&D와 관련 있는 현지 회사, 개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업체는 중립거래약관에 의해 발생한 R&D 비용을 추가비
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립거래약관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R&D 비용의 80%는 추가
비용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원청업체 사업의 추가비용공제를 위한 상세
한 R&D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ⅲ) R&D를 비용 분담
협약을 통해 수행된 경우, 각 당사자는 오직 할당 매개 변수에
따라 비용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ⅳ) R&D를 해외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청회사는 추가비용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 회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탁자(소유주)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공
유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회사는 R&D 활동의 정의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부문” 및 “우선순위 개발 대상 첨단기술 산
업화 분야 가이드라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금지목록(Negative List)” 접근 방식의 형태인
Caishui 119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즉, R&D 추가비용공제 대
상은 “Negative List”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산업과 활동이다.
HNTE 기업은 감소된 법인세율 외에 요건에 해당하는 R&D 비
용에 대해 15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기업
Circular(Circular 32)의 인증을 위한 행정처분은 HNTE 인증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

하도급 규칙

집계 규칙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세금 감면의 과세

제도유형

R&D용 장비를 갖춘 회사

-

해당 사항 없음. 가속감가상각 규정의 대상인 자체 계좌로 착수
된 R&D 세금 투자만 해당(Only R&D tax investments that
are undertaken on own account qualify for the accelerated depreciation provision.)

R&D 감가상각비는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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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요건(예: 중소기업 요건)

제도유형
규칙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Circular 32는 HNTE 자격을 위한 기준을 낮추지만 동시에 지
식재산권 소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높힌다. 핵심
요점: (i) 주요 지식재산 소유권은 독점적인 R&D, 구매, 기부,
취득 또는 기타 수단으로 얻을 수 있지만,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지식재산은 자격이 상실된다. (ii) 전체 직원 수의
30%이던 이전의 최소 요건에 비해, 기업 총직원의 최소 10%
의 비율로 R&D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R&D 직
원이 대학 졸업 학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 (iii) R&D 비용 비율
요구 사항은 중소기업의 연간 판매 수익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6%에서 5%로 낮아졌다.
연간 매출액이 50만 위안과 200만 위안에 달하는 기업과 연
간 매출액이 200만 위안을 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각각 4%와 3%로 변하지 않는다. HNTE가 특정 연도의 규
정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HNTE가 2년 동안 연간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HNTE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연도에 수령한 소득세 혜택을 환수할 수 있다. 또한, Circular
32는 당국이 인증된 HNTE에 대해 임의의 검토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가속감가상각은 추가비용공제와 호환된다. R&D 장비의 경우,
R&D 비용에 추가비용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R&D 장
비의 회계상 감가상각을 기반으로 슈퍼공제(CIT를 위한)가 여
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R&D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Caishui [2014] No.75와 SAT Announcement [2014]
No.64를 근거로 할 수 있다.
(자료: http://www.cms-china.info/insight/2014/2/ChinaInsight-Tax_01-12-14.html)
이는 R&D 비용의 '비례 배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시: 자산이 R&D 목적으로 한 해에 50%가 사용된 경우, 해
당 연도에 감가상각비의 50%가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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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모품

해당
기계 및 전기 감가상각비; 무형 자산 상각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주석

제3자에 의한 R&D 인건비

해외 R&D 서비스

해당 사항 없음

감가상각

주석

토지 및 건물

주석

기계 및 전기

해당 사항 없음

협력 또는 계약 R&D 관련 비용은
약관 및 조항에 따라 R&D 최고공제에 적용된다.

주석

주석

해당

해당

R&D 서비스

주석

급여 및 연봉

R&D 요건

주석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SSH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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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새로운 기술과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한 지출; R&D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번역 비용을 포함한 기술 서적 및 자료에 대한
비용; 신제품에 대한 설계 비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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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가능한 내용

제도유형
財稅(Cai Shui)[2015] No.119는 uo Shui Fa [2008]
No.116 및 Cai Shui [2013] No.70을 대신하는 수년간의
R&D 추가비용공제의 가장 중요한 규제 변화이다. 2016년 1
월 1일부터 적용된다. 모든 연구개발비는 부적격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다.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R&D 활동 및 R&D 비용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추가 항목에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첨단기술 R&D 보
험료, R&D 산출 관련 수수료, IP 권리화 관련 비용(출원, 등록
및 대리인비 포함), 여행 경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용은 총 R&D 비용의 10%로 제한된다.
R&D 관련 외부종사자의 인건비가 해당되게 된다. 조건을 갖춘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i) 노동 비용; (ii) 직접투자 비용; (iii) 감가상각비; (iv) 무형 자
산 상각 비용; (v) 신제품의 설계 비용; (vi) R&D 활동과 직접
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요건을 충족한 총 연구개발비의
10%); (vii) MOF 또는 SAT에서 규정한 기타 비용(창의적이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얻기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 활동이
해당된다.)
“단독/독점적”이라는 용어는 R&D 장치 및 장비, 모델 및 가공
장비의 무형 자산 상각 및 개발/제조 비용에 관한 감가상각, 임
대 및 기타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삭제되었다.
財稅(Cai Shui) [2015] No.119는 외부수탁자에게 지불한 프
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하여 80%의 상한을 설정한다.
현재 아무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The circular states
는 위탁자(지불자)가 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R&D 공제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위탁자(지불자)가
소유해야 하는지 또는 수탁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이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외국의 외부기관에 지불하고 수행한 R&D 비용은 해당한다.
The circular는 특정 산업 부문을 R&D 추가비용공제에서 제
외한다: 1. 담배 제조 산업, 2. 숙박 및 취사 산업, 3. 도매 및
소매업, 4. 부동산 산업, 5. 임대 및 상업 서비스 산업, 6. 엔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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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유형
테인먼트 산업, 7. 재무부 및 주정부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산
업 부정적 ‘활동’에 적용되는 목록. 따라서 이 분야의 회사가
매우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회사와 프로
젝트는 추가비용공제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초 정책에 명시된 권장 R&D 기술 범주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R&D 활동의 정의를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고, 활동을 카테고리 중 하나와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을 의미
한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추가비용공제 대상 R&D 활동은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기술 부문” 및 “우선순위 개발 대상 첨
단기술 산업화 분야 가이드라인”에 속해야 한다. 2008년 이후
핵심 분야(생명 공학, ICT 및 기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하는 모
든 R&D 회사에 150% R&D 수당이 확대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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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ED, BD, 혁신 비용
(Innovation expenditure)

세금

30; 프랑스 해외 지역의 기업 50(R&D 비용 최
대 1억 유로), 5(R&D 비용 1억 유로 이상)

상동

-

-

-

없음

승인된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 하도급된 R&D
지원시 연간 및 회사당 1천만 유로; 승인된 공공
연구기관에 위탁된 R&D에 대한 1,200만 유로
(EUR) 및 납세자와 하청 업체와 관련된 경우 2
백만 유로. 민간 하청 R&D 비용은 다른 모든
적격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지
만 1,000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혁신 비용의 한도는 400,000 유로이다.

지출기준

공제

대기업 총액기준 비율

중소기업 총액기준 비율

대기업 증분비율

중소기업 증분비율

기본금

임계값

상한

시행법/규제

2017년 시행

2017 현황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연구 세액공제(CIR)

제도유형

유형명/설명

5. 프랑스

없음
없음

종업원 수준의 최고 한도: 최저 임금(SMIC)의
4.5배
회사 수준에서의 상한: 연간 사회보장 한도
(2014년 EUR 187,740)의 5배

-

-

-

상동

40
(감가상각 이중체감법)

과세소득

ME

2017년 시행

R&D 자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가속화(기계
및 장비)

연구개발(R&D) 자본에 대한 가속감가상각

없음

-

-

-

100
회사가 JEI/JEU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 사회
보장기여금 면제는 최대 8년 동안 가능하다.

-

SSC

노동

2017년 시행

젊은 혁신 기업(J.E.I.) 또는 대학(J.E.U.)

SSC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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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R&D 세액공제는 과세되지 않는다.

제244조 쿼터 B III CGI의 조건에 따라, CIR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을 위해 기업이 받는 공공 보
조금은 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기반에서 공제된다.
보조금이 상환 가능한 곳에서는, 세금을 지불한
기관에 상환하는 연도의 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기준에 추가된다.

한도

R&D 세금 감면의 과세

연구개발비 보조금 지원사업

회사는 CIR(연구 세액공제) 및 기타 혁신 및 고
용 보조금으로 JEI/JEU 지위를 누적할 수 있다.

SSC 면제는 과세 대상이다. 급여 및 사회보장
관련 인센티브는 기업의 과세 소득을 증가시킨
다.

없음

-

-

결손금(연도별)

즉시

-

즉각적인 청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상한 없이 즉
시 상환된다: 5년간 신규 기업, 혁신적인 젊은
기업,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EU 규정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소기업 상환금(연도별)

-

3(대기업)

초과분은 다음 3년 동안 납부할 소득세를 지불
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에 대한 청구로 구성된다.
비공제 초과액은 3년 기간 마지막에 반환된다.

대기업 상환금(연도별)

-

이월금(연도별)

해당

협업을 위한 특별 약관

-

종업원 수준의 최고 한도: 최저 임금(SMIC)의
4.5배
회사 수준에서의 한도: 연간 사회보장 한도
(2014년 EUR 187,740)의 5배

해당

중소기업 특별 상환 조항

-

SSC 감축

제한사항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비율

제도유형

가속감가상각 할당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없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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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운영이 위임된 하도급자(공적 또는 사설
하청 계약에서)가 받은 금액은 자신의 세액공제
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금에서 공제된다.

모자회사 간의 각 자회사는 R&D 세액공제를 자
체 수준에서 계산하고 신고한다. 모회사는 자회
사가 발생시킨 R&D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모자
회사 그룹의 CIT 납세의무와 상계한다. 이 법은
세금 상쇄가 그룹 내에서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
시하지 않는다.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에 할당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 기업은 B조 CGI 제244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CIR은 그러한 세금에 적용
되는 영토 규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소득세를 내
야 하는 모든 프랑스 또는 외국 기업이 해당된
다. R&D 세제상 인센티브 목적에 대한 중소기
업의 정의는 EU 중소기업 정의를 준수한다(기업
은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i)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ii) 연간 대차대조표가 4,300만 유로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젊은 혁신
기업)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i)
중소기업일 것, ii) 설립 8년 미만, iii) 독립적 일
것, iv) 새롭게 설립되었을 것(구조 조정, 집중
또는 확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v) 연구비 비
용의 15% 이상을 R&D에 투자
JEU(jeune entreprise universitaire/young
university company)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
하는 기업이다. i) 중소기업일 것, ii) 설립 8년
미만, iii) 독립적일 것, iv) 새롭게 설립 되었을
것(구조 조정, 집중 또는 확장으로 인한 결과가

집계 규칙

납세자 요건(예: 중소기업 요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하도급 규칙

제도유형

JEI(jeune entreprise innovante/젊은 혁신
기업)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i)
중소기업일 것, ii) 설립 8년 미만, iii) 독립적 일
것, iv) 새롭게 설립되었을 것(구조 조정, 집중
또는 확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v) 연구비 비
용의 15% 이상을 R&D에 투자. 자회사는 (i) 자
신이 속한 그룹이 유럽 중소기업이고 (ii) 자회사
가 실제 인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단
하나의 개입으로) 50% 이상 소유되어 있는 경
우 JEI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iii) R&D 비
용의 15% 이상을 연구비로 사용한다.
JEU(jeune entreprise universitaire/young
university company)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
하는 기업이다. i) EU 법규에 따라 중소기업일
것, ii) 설립 8년 미만, iii) 독립적일 것(자본 보
유 조건), iv) 새롭게 설립되었을 것(집중, 구조
조정, 또는 선재 활동의 확장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음), v) 적어도 학생, 최근 졸업한(5년 미만)
석사 또는 박사 또는 교사 또는 연구원이 10%
로 구성되어 있을 것, ⅵ) 주요 활동으로 고등교
육기관에서 개발된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항 없음. 젊은 혁신 기업과 젊은 대학 기
업은 사회보장기여금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 독
립적이어야 한다.

-

SSC 감축

프랑스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외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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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게(특허, 기술 정보, 표준화 비용); 오직
중소기업만 해당(R&D에 포함된 제품 이외의 새
로운 제품의 프로토 타입 설계 및 파일럿 설치)

해당

주석

SSH

해당

박사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한 연구원의
경우, 임금 비용은 고용 계약이 무기한이고 연구
원의 인원이 전년도의 인원보다 적지 않은 조건
으로 첫 채용 후 첫 24개월 동안 연구개발 세액
공제로 두 번 고려됨

급여 및 연봉

주석

R&D 요건

주석

해당

아닌), ⅴ) 적어도 학생, 최근 졸업한(5년 미만)
석사 또는 박사 또는 교사 또는 연구원이 10%
로 구성되어 있을 것, ⅵ) 주요 활동으로 고등교
육기관에서 개발된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한다. 어
려움에 처한 기업은 조정, 백업, 복구 또는 청산
중인 기업을 말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다른 S&T&I

R&D 정의

기타사항

제도유형

연구원, 기술자, R&D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
트와 관련된 산업 및 기술 협약의 보호에 관련된
변호사 및 사전 경쟁 테스트를 담당하는 직원

해당

해당

CIR에서와 동일한 비R&D 혁신 비용(innovation
expenditures)이 고려됨

해당

SSC 감축

해당하지 않음

해당

해당

CG 39조의 AA quinquies CGI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계 및
전기에 강화된 정률법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주로 R&D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는 가
속 할부 상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계수는
장비 또는 세금 목적을 위한 도구의 상각 기간의
표준 기간에 따라 1.5, 2 및 2.5이다. 공장 및
장비는 주로 R&D 세액공제 대상 R&D 운영에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독점적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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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음

해당

CRI에 대한 적격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또는 유럽 경제 지역에 대한 협약 당사국
의 운영을 위해 발생한 것으로, 세금 사기와 탈
세를 근절하기 위해 프랑스와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cf. 제244조 B II CGI 참조). 본 규정의 지
리적 적용 범위는 특허 방어 또는 기술 감시 목
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의해 해제됨. 이 두 가지
비용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영토가 전 세계로
확대됨. R&D가 특정 승인된 연구기관에 아웃소
싱되는 경우 외주된 R&D 비용은 두 번(두 배)으
로 고려됨; (i) 공공연구기관(프랑스 국립과학연

해외 R&D 서비스

확장 가능한 내용

해당

제3자에 의한 R&D 인건비

주석

감가상각

주석

해당

해당하지 않음
CG 39조의 AA quinquies CGI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계 및
전기에 등가된 정액 균형 비율이 적용될 수 있
음. CG 39조의 AA quinquies CGI의 규정에
따라 연구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과학 및
기술 연구 운영에 사용되는 기계 및 전기에 강화
된 계수가 적용(BC 241조의 BCGI 조항에 따라
제공됨). 이는 기본 연구, 응용 연구 및 실험 개
발에 해당함. 이 예외는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
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또는 전
혀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용됨. CGI 제39

Young Innovative Company(YIC/JEI)의 지위
는 2004년에 설립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중소기
업 창설을 장려. 자격 있는 JEI 회사는 연구원,
기술자, R&D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와 관
련된 산업 및 기술 협약의 보호를 담당하는 변호
사 및 사전 경쟁 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고용
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면제됨.
JEI에 제공되는 혜택과 함께 공동으로 혜택을 누
릴 수 있다. 2008년에는 새로운 기업 형태가
“Jeune entreprise universitaire”(JEU)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회사는 JEI와 동일한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기계 및 전기

해당하지 않음

고정자산만

주석

해당하지 않음

토지 및 건물

해당

소모품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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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승인된 공립 또는 사립 기관에 일정한 한도(연간
1,000만 유로 및 회사, R&D가 승인된 공공연
구기관에 위탁된 경우 1,200만 유로) R&D가
특정 승인된 연구기관에 아웃소싱되는 경우 외주
된 R&D 비용은 두 번(두 배) 고려됨

주석

해당하지 않음

SSC 감축

주석

해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R&D 서비스

제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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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유형

구센터 CNRS,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
INSERM, 국립농학연구소 INRA, 원자력위원회
CEA, 대학 부속 병원 CHU, GIP, CTI, 공립대
학…); (ii) 석사 학위(Universities, Supelec,
ECAM…)를 구성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고
등교육기관; (iii) 승인된 과학 협력 재단,
RTRA(Thematic Networks for Advanced
Research) 또는 PRES(극지 연구 및 고등교육)
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법률 비영리 법인; (iv)
과학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v) 부속서 VII에 승
인･열거된 연구 분야의 효용성이 인정된 재단;
(vi) 1901년 7월 1일 법에 의해 규율된 협회로,
창설자 및 공공연구단체 회원 또는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이 단체 중 하나에
의해 50% 이상의 자본 또는 의결권을 보유한
유한회사. 이러한 협회 및 회사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코드 제L.313-2조 또는 교육법 제
L.762-3조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기관과의 계
약을 체결해야 함. 연구 작업은 기업의 하나 이
상의 연구 단위에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함. 연구
운영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유럽
경제 구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세금 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한 프랑스와의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cf. 제244조 B II d bis CGI).
그러한 경우에, 제244조 준거법 B II d bis CGI
에 따라 요구되는 사설 기관에 대한 승인은 연구
책임이 있는 프랑스 장관이 할 수 있으며, 프랑
스 연구 세액공제에 필요한 것과 동등한 허가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연구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설립한 국가에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도
가능함.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음

SSC 감축
조에 따르면, 가속감가상각의 이점은 공업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 유보됨. 산
업 활동은 유동적인 유형 자산의 개발 또는 전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 이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 완제품 가공; 장비와 도구의 역할이
우세함. 그러나 공업사와 동일한 자산을 가진 소
비재 회사는 이러한 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을
가속화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됨
(BOI-BIC-AMT-20-20-10). 같은 조건에서
본 법안의 다른 수혜자는 다음을 포함함:
(i) 실질 소득 체제(CGI, Sch III, 제38조 sexdecies E…)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회사.
(ii) 비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소득세 및 규제선언
(CGI, 예술 93.1~2 °)의 제도를 조건으로 하는
연관 납세자.
이 법안의 혜택은 기업 연구 세액공제(CIR)의 사
용으로 제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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