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제도란?

제도 소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방법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투자 등 세법에 규정된 공제·감면제도의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가능 금액을 답변해 드립니다

컨설팅 결과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

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개요 개요

신청 
대상

심사 
대상

결과  
통지

결과  
통지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검토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세액공제·감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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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신청하면 이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해당여부와 비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에 따른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신청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컨설팅 등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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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년

www.nts.go.kr

National Tax Service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

사전심사와 컨설팅을 조기에 

신청하셔서 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TEL (044) 204-3923~3932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 02 ) 2114-3033~9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31) 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32) 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42) 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62) 236-7483~6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53) 661-7483, 748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TEL (051) 750-7463~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문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신청에 따른 혜택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컨설팅 조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홈택스

우편·방문

홈택스

우편·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