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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2014/TT-BTTTT호 시행규칙을 대체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의 절차준수를 확인하는 정보통신부의
제13/2020/TT-BTTTT호 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이
2020년08월19일부터 유효된다. 

• 본 뉴스에서 딜로이트는 법인소득세 (“CIT”) 인센티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의 절차준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요약하고자 한다. 

개요

1.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 공정의 작업 추가 및 해당 지원서류
규정

2. CIT 인센티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의 절차
준수를 확인조건 수정

3. 전환 조항.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의
절차 준수를 안내하는
제13/2020/TT-BTTTT호
시행규칙의 주목할만한
내용을 업데이트

2020년09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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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조 목적으로 만
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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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제품 제조 공정의 작업 추가 및 해당
지원서류 규정

제13조 시행 규칙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
공정은 이전규정과 변경이 별로 없다: 

1. 요구사항 확인;

2. 분석 및 설계;

3. 프로그래밍 및 코딩 (coding);

4. 소프트웨어 검사 및 실험

5. 소프트웨어 제품 완성 및 포장;

6. 설치, 이전, 사용교육 및 유지보수

7. 소프트웨어 제품 발표 및 유통.

다만 제13호 시행규칙에 각 공정의 작업 및 해당
지원서류가 추가되며 더 구체적. 포괄적으로 규정된다. 

CIT 인센티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의 절차
준수를 확인조건 수정

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다음 공정중 최소 하나를 수행한다: 공정 1: 요구 사항 확인;  
공정 2: 분석 및 설계;

ii. 절차를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활동에 해당 지원서류가
공정의 각 작업을 증명해야 한다. 

전환 조항

제13호 시행규칙의 발효일 (즉, 2020 년 8 월 19 일)이전에 절차준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정된 소프트웨어 제조 활동의 경우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의 잔여기간동안 절차준수조건을 여전히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Deloitte의 추천

소프트웨터 제조 활동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제13호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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