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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격할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정립된 기준이 없는 실정
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한계상황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
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
분명한 상황이다. 그 표적인 예가 휴 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 형마트 마일리지 사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가에서 일정액
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거의 유일하지만, 위 문구만 가지고는 
한계상황에서 매출에누리를 판단하기 힘들다.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은 기업회
계에서 매출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액에
서 직접차감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매
출액에서 차감하느냐, 아니면 별도 비용항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느냐하
는 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
에누리냐, 아니면 장려금이냐 여부가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입법례도 마찬가지이다. EU 부가가치세 개정지침들
이나 일본의 소비세법, 미국의 부가가치세법안 등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국내의 판례들은 다양한 사안에서 매출에누
리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에 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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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CJ의 판례는 참고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현
금으로 가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적정한 가(예를 들어 별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가를 산정함으로서 가격할인 자체가 없었다
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휴 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되어야 할 논리이다. 보조금, 할인쿠폰의 제공이 과연 보조금 지급자
(이동통신사), 할인쿠폰 발행자(오픈마켓)의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가의 지급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 사안들에서 보조금 및 할인쿠
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 즉 정상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
일리지 사례의 경우 마일리지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구체적
으로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금전
적 가치가 없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다.

보조금 및 할인쿠폰에서 매출에누리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전단계거래액
공제법에서는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차감되지 못하
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은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외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이전의 사전약정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당
해 공급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지극히 모호하여 별도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약정 로 매출에누리를 인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출에누리 판단 이전에 공급 가의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주장을 간과한 것이다.

매출에누리의 개념, 요건에 관한 통일적이고도 간명한 정리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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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한 가를 기준으로 매출
에누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ECJ의 판결 및 이와 논리적인 궤를 같이
하는 실무상의 주장들은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매출에누리, 보조금, 마일리지, 공급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할인쿠폰

학  번: 2011-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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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세·간접세로서 소비 일반에 하여 광범위하게 과세되
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중요한 세목이다.1)2) 
또한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일개 세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의 발급 및 수취3)가 다른 세목(특히 법인세, 소득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근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세무서 법인세과의 주요 업무가 법인들의 세금계
산서와 관련된 업무라는 점만 보아도 소득세제4)와 부가가치세의 연관성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이론적인 근거는 경제학자들이 설계한 모델에 따른 것
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
제 활동의 국제화,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일반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 기법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
가 문제되는 한계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한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에누리의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카페에

1) 2010년 세수 총 177.7조원 중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27.7%(49.1조원)에 달하여 소득세(37.4
조원, 21.0%), 법인세(37.2조원, 20.9%)에 비하여 더 중요한 세수원이었다.

2)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담세력을 지닌 최종 소비자 개개인의 개개인의 사정, 특히 
총 소비액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역진성을 지닌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안 모색도 많은 상황이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4) 우리 소득세법뿐만이 아니라 법인세까지 포함한 개념(Incom Ta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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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쿠폰을 받을 때,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서 
쿠폰 할인가로 주문을 할 때, 현금으로 금을 지급하면 카드에 비하여 우
를 받을 때5), 휴 전화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등, 거의 모든 상거래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상품(재화·용역)에 
가에 한 협상과 조정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
리’의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주의 것들이다.

위 경우들의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판
단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6) 법인세·소득세(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에누
리이면 익금(혹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판매장려금이면 손금(혹은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7)이므로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
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 차감항목이고8) 판매장려금은 차감하지 않는 항목
이므로9) 양자 중 어느쪽으로 분류하느냐가 큰 차이를 낳는다.10)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매출에누리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부가가치
세 법령 자체에서는 거의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에

5) 일반적으로는 현금 이외에는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신
용카드의 사용을 거부할 마땅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수수료, 부가가치세 및 소
득세·법인세의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판매자의 현금 지급 유도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연
한 것이다.

6) 이와는 달리 판매장려금도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박정수, 부가가치세
법상 매출에누리의 범위, 100인 초청학술대회- 부가가치세의 제문제(2013 사단법인 한국세법
학회 제110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3. 10.}.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7) 경우에 따라서는 접대비, 기부금 등 손금(필요경비) 산입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세법상 재
분류되어 손금 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8)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문구는 ‘장려금’이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상 ‘판매장려

금’과 같은 의미로 새긴다.
10)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으로 보게 될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

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혹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이다. 다만 이에 관하여도 위 각주 5)의 제한은 그대로 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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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개념을 회계학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부가가치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민이 별로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부가가치세의 근본 원
리 등에 한 이론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답을 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부
가가치세가 역사속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발전된 것이 아니라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고안’된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기준을 판
단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실무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상정하고 이 사례들에서 매출
에누리의 해당여부에 한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으로 본 연구를 구성하
겠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법령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
법례(입법안) 등의 관련 규정도 살펴볼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의 개념은 단순히 매출에누리 그 자체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
치세법상 과세 상 거래의 개념 및 본질,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에 포함되
거나 차감되는 항목의 성격 및 포함(차감)의 이론적 근거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우리 법령은 물론 비교법적 분석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상 거래, 과세표준 항목 일반과 관련된 규정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
다. 또한 기업의 재무회계에서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이 시작되었음을 고려하
여 기업회계기준의 관련된 내용도 검토한다.

법령을 통한 분석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되는 한계사안들을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결정, 행정해석 사례 등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안을 살펴보고, 부가가치
11) 유럽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세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최명근·나성길, 부

가가치세법론(2006년 개정증보판), p.41~p.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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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사례(유럽연합)를 주의 깊게 검토한
다. 한편 기업회계에 한 유권기관의 질의·회신 사례도 같이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판결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 부가가치세가 무엇
을 과세 상으로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
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매출에누리에 관계된 한계상황들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한계상황들을 
간략히 묘사할 수 있는 사례들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 뒤 이를 바탕으로 매출에누리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탐구해 보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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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출에누리의 개념 및 관련 규정

제1절 매출에누리의 법령상 개념 및 문제상황

I. 매출에누리의 법령상 개념

1. 부가가치세 법령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규정

현행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 호로 전문개정된 부가가치
세법12)) 제29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
라 통상의 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당해 거래의 공급가
액13)에 포함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14)), 따라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직접 매출에누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구 부가가가치세법 제13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
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
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

12) 이하에서는 2013. 6. 7. 전문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다만 구체적인 개
정일시를 밝힐 경우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쓴다), 개정된 후의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한 별칭 
없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혹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칭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전문개정 전·후의 내용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경우
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13) 이하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함가격, ‘공급가액’은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세발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14) 이하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단순히 ‘법’,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시행령’, 현행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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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거의 유사한 내용
을 ‘에누리액’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구 부가가치
세법 하에서 ‘매출에누리’라고 불리우던 구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
2호 및 이를 계승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따로 구분하
지 아니하고 ‘매출에누리’라고 통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15)

2.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서의 매출에누리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는 매출에누리 이외에
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
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제2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제4호), 공급에 한 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제5호), 공급에 한 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제6
호)이 그러한 항목들이다. 

위 항목들 중 제4호, 제5호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1호(매출에누리) 
포함}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제4호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없
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시기(법 제15조, 16조)에 세금계산서에 기

15)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공히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에서 부가가치세
법상 매출에누리를 정의하고 있다. 매출에누리에 대응되는 매입에누리의 개념, 즉 매입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액’이 있을 것이지만 법령상 이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상황이므로 과세표준에서의 매출에누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매입에누리’에 관하여는 매출에누리에 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을 전제로, 매입에누리에 관한 기존 논의, 판례, 행정해석 등을 별도의 언급없이 매출
에누리에 대한 것처럼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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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공급가액(법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
로, 공급가액 산정시점부터 원래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안 될 성질의 것이라
는 것이다. 제5호도 마찬가지로 공급시기 이후에 약정 금지급기일이 도과
함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받았
더라도 이를 별도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나머지 항목들(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은 당초 공급시점에
서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었지만,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것들이다. 따라서 공급가액을 ‘수정’해야 되는 사
후 사정 발생시, 공급하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법 제32조 제7항)를 발행하
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변동을 주게 된다.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이러한 사후적인 과세표준의 변동 항목들(제1호 내
지 제3호, 제6호) 중 매출에누리(제1호)이고, 원래 공급시기에서 공급가액 
또는 가16)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 가’ 자체의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상인 사후적인 과세표준의 변동 항목들을 ‘과세표준 차감항목’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다만 과세표준 차감항목인 매출에누리의 개념을 연구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급가액 혹은 가의 개념도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관
련 법령, 판례를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3. 매출에누리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매출에누리의 경우 다른 과세표준 차감항목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다른 
과세표준 차감항목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제2호는 회계학상 ‘매출환입’에 해
당되는 것으로, 계약이 해제17)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는 것이므
16)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

우’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17) 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 등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해제, 합의해제로 인한 해제계약의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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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제된 계약의 급부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제3호는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의 경우인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므로18) 결국 매매계약19)이 해제될 것이고 
공급 자체가 없는 경우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6호는 회계학상 ‘매출
할인’으로 불리우는 것으로, 회계학상 매출할인은 판매자가 금의 조기회수
를 목적으로 약정기일보다 조기지급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위 
조항은 실제 지급된 가, 즉 매출할인을 차감한 잔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
겠다는 것으로20) 제4호 내지 제6호는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공급가액에서 동 항목들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2호, 제3호, 제6호의 경우 어떠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
여야 할 것인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21) 그러나 매출에누리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매출에누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령이 주는 유일한 실마
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엄밀히 말하자면 급부위험 및 대가위험이 매매 목적물의 인도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

우에만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멸실일 것이다. 위험부담이 인도완료시에 이전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재화 또한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으
므로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 상 위험부담이 계약 목적물의 발
송 시점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발송 이후 운반 과정에서 목적물이 파손·훼손·
멸실 되더라도 매도인(공급하는 자)은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매수인(공급받는 자)이 이를 
‘소비’하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공급하고, 매수인은 공급받은 것으로 부
가가치세법상 처리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공급받은 재화가 이동 중 파손된 것은 매수인
의 기존 다른 재화의 파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자체에서 제외하
여 간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하지만 대부분의 매매계약은 인도시점에 위험부담이 이전
되기 때문에, 위 법조항은 이를 굳이 엄밀히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물론 제3호를 위 
각주 13)과 같이 해석하지 않고 ‘소비’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9)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법률상 원인은 매매 이외에 교환, 대물변제 등 다양하지만, 본고
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공급의 원인행위를 매매계약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20) 제5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제6호와의 균형상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제2절 
Ⅰ. 1. 나. (1) 참조

21) 물론 제3호의 경우 각주 16)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과세표준에서 차감
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현행법의 태도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어떤 경우가 제3호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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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금액’라는 문구인데, 이러한 문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한계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비하여 위 문구는 지나치게 간명하다. 실
제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한계상황들이 현재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II. 문제상황 및 사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사례를 설정
한 후 이러한 사례들에 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 문제가 되는 사례들

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제3자 개입 거래(사례1)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가 제
공한 할인쿠폰도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 경우 제
3자와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와의 관계는 다양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떤 
경우에든 할인쿠폰에 해당되는 금원이 공급하는 자와 제3자 사이에서 정산
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래의 두 가지 사례는 약간 변형된 것이기
는 하나, 실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제3자 지급 할인쿠폰의 사안들이다.

(1) 휴 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사례1-1)

휴 전화의 유통구조는 (제조회사→) 이동통신회사→ 리점→ 소비자의 
순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22) 그런데 이동통신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 일상적인바, 이동통신회사는 리점과 휴 전화 금을 월말에 정산하면

22) 이는 이동통신3사 중 KT와 LG유플러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에 관한 
인가를 얻지 못한 SK텔레콤의 경우 SK네트웍스라는 계열사가 단말기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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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다. 즉 휴
전화의 정상가격이 90만원이고 보조금이 27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63만원

(=90만원 –27만원)을 지급하고 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금액도 
63만원인데, 이때 이동통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90만원인지 63만
원인지가 문제된다. 이동통신회사가 직접 리점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별
다른 문제없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동통신회사가 자신과
는 거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이
다.

(2)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사례1-2)

오픈마켓23)의 경우 매매계약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고 오픈마켓 업체의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판매자로부터 수수
료를 받을 뿐이다. 그런데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의 이용 실적에 따라서 월정
액으로(예를 들어 2000원) 할인쿠폰을 발행해 주는데, 소비자들은 위 할인
쿠폰을 어떤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위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위 쿠
폰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오픈마켓이 자신의 수수료 매
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위 쿠폰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인가? 이 경우도 역시 오픈마켓이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소비
자)에게 쿠폰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다.

나. 마일리지의 문제(사례2)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마일리지 적
립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경우 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 금 결제가 

23)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판매자들에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업체들을 오픈마켓이라 한다. 미국의 경우 e-bay, amazon, 우리나라의 경우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와 같은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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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즉 형마트에서 소비
자가 구매를 할 때(1거래)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주고, 그 후 
구매를 할 때(2거래) 상품을 기존 마일리지만큼 차감된 금액에 제공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1거래시 1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서 마일리지를 5
천원 적립받고, 2거래시 5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마일리지를 전액 
사용하여 4만5천원만 지불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세 가지 안이 있을 수 있
다. 1거래시 과세표준을 9만5천 원(=10만 원 - 5천 원), 2거래시는 5만 원
으로 볼 수도 있고(이하에서는 이를 ‘1안’이라 한다), 1거래시 과세표준을 
10만 원으로, 2거래시 과세표준을 4만 5천원(=5만 원 - 5천 원)으로 하여
야 한다는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하에서는 이를 ‘2안’이라 한다). 이와는 반

로 마일리지를 1, 2과세 거래 어느 쪽에서도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
다(이하에서는 이를 ‘3안’이라 한다). 위 1안 내지 3안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일까? 만약 1거래를 하면서 즉시 5천원을 할인해 주었다면 이는 분명히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것이지만, 차후의 거래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이를 별도의 거래(2거래)의 매매 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사례별 문제의 소재 및 본 연구의 논의 순서

큰 틀에서 사례1, 사례2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결국 하나의 거래에 한 
매출에누리는 그 차감항목의 발생 원인이 당해 거래 자체로 인한 것만 허용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당해 거래에 한 매출
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사례1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아
닌 제3자와의 또다른 거래가 개입된 경우이다. 사례1-1의 경우 이동통신사
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와 리점 사이의 거래에 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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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사례1-2의 경우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이 오픈마켓과 판매자 사이의 수수료에 한 매
출에누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 문제된다. 사례2의 경우, 사례1과는 달리 거래
의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동일한 거래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별개의 거래가 있
는 경우이다.

 위 상황을 요약하자면 ‘다른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매출에누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그 핵심이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위 사례들 모두 
매출에누리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나, 가능하지 않다
면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종국적으로는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의 틀 안에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
만,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상품권, 쿠폰, 마일리지, 할인권, 할인약정 등 다
양한 거래형태와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다양한 거래 형식에
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한 상품권, 쿠폰, 마일리지, 할인권의 액면금액 상
당액을 이를 발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할인의 형태를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구
분하지 않고 ‘할인’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령의 문구 자체만 가지고는 이러한 다양한 ‘할인’
의 어디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 볼 것인지에 한 답을 내
릴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매출에누리의 개념
에 관하여 일반론적으로 살펴본 뒤, 위 다른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매출에누
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사례들에 한 답을 내려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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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규정 및 판례 등의 검토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포함하여 부분의 입법례에서는 과세표준(taxable 
amount)과 관련된 조항이 매출에누리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할 때 매출에누리와 같은 
과세표준 차감항목만이 아닌, 과세표준에 한 일반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관련규정 연혁 
및 유럽연합의 각종 부가가치세 입법지침 및 미국의 입법안, 일본의 소비세
법 관련 규정 등과 함께 기업회계기준 상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을 검토하
겠다.

I. 법령 등 관련 규정의 검토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령 및 그 변천

가. 과세표준에 관한규정

(1) 일반조항

1976년 최초로 제정된 부가가치세법24)은 제13조(과세표준)은 ‘금전으로 
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가’를, ‘금전 이외의 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동조 동항 제1,2호).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 호
로 전문개정된 부가가치세법25)) 제29조 제3항 제1호, 제2호와 동일한 내용
24) 1977.12.19. 법률 제3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이를 ‘제정시 부가가가치세법’

이라 한다.
25) 이하에서는 2013. 6. 7. 전문개정 전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다만 구체적인 개

정일시를 밝힐 경우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쓴다), 개정된 후의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한 별칭 
없이 ‘부가가치세법’ 또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혹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이라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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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특기할 만한 조항-부당행위계산의 경우

한편 동조 동항 제3호에서는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였는데 동 조항은 특수관계자 사이
의 거래만을 적용 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 6. 29. 통령령 제8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가는 사업자가 소
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 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특
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로 
한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유사
한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문구만 본다면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위 시행령 규정처럼 좁게 해석할 
근거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지만, 실무상 위 법률 조항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운영하여 왔다.26) 따라서 위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이 입법의 실
수- 즉 법률에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아니
면 위 시행령 조항은 이른바 강학상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27)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제29조 제4항이 ‘제
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

다만 구체적인 조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전문개정 전·후의 내용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경우
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26) 필자는 과세관청에서 특별히 이를 문제삼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이어
진 사안에 관한 판례 혹은 행정심판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27) 사실 위 시행령 규정은 명백히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위 규정이 
납세의무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분쟁 사안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관한 불복과정에서 위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화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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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서 그 상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임을 명확히 하
였다.

요약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공급 가)을 결정함
에 있어 당사자가 재화·용역의 거래에서 가로 정한 가액을 존중하면서도, 
그러한 가액이 부존재하거나28) 적절하지 않은 경우29)에는 ‘시가’를 그 과세
표준으로 보게 된다.

나.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관한 규정

(1)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정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항목을 규정하
였는바,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차
감 항목으로 정하였다. 위 항목은 그 후 변동이 없다가 1998. 12. 28. 법 개
정으로 제5호에 ‘공급 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통
령령이 정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2006. 12. 30. 법 개정으로 6호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한 할인액으로서 통령령이 정하
는 할인액’, 이른바 매출할인이 추가된 이후로 2013. 6. 7. 전문개정 전까지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한편 제정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매출에누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1978.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
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28) 예를 들어 개인적 사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상 증여(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
항) 등

29) 부당행위계산부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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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출에누리의 의미에 하여 구체화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구 시행령 규정을 거
의 그 로 법률에 반영하였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한 손금(貸損金)ㆍ장려금(奬勵金)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
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 ‘ 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이고,30) ‘장려금’의 경우 이른바 회계학상 
‘판매장려금’으로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
게 되는바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은 서로 경계에 서있는 개념이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 부가
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라는 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
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0. 2. 18. 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시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는바, 그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
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이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그

로 승계되었다.31)

(2) 매출할인의 취급 태도 변화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31) 위 조항의 신설은 사례2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쳤는바, 이에 관하여는 제3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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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할만한 것은 이른바 ‘매출할인’의 경우, 제정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제
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한 할인액·

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여 손금, 판매장려금 등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차감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과세관청은 법 개정 이유로 ‘환입 재화, 멸실 재화, 반환조
건부 포장용기 등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형평 유지’ 
및 ‘ 부분의 부가가치세 시행국가에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라는 점을 들고 있다.32)

매출할인은 사실상 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33), 이자는 표적인 부가
가치의 구성요소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
고34) 금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 차감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법 제29조 제5항 제6호), 오히려 이자상당액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반드시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35) 그러나 기업
회계기준 상으로는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 매출환입과 더불어 표적인 매
출 차감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EU 부가가치세 제6차 개정지침에서도 과
세표준 차감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36)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매출할인
을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3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중 ‘2007년 개정세법해설‘(http://taxinfo.nts.go.kr/docs/cust
omer/elib/pub_view.jsp?info_gubun=&field_cd=36&tabofcon_sno=41648&publish_sno=
127&book_title=&temp=2&body=14&seltype=5&cpage=0)

33) 민법상으로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를 이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돈의 시간적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 표현할 수 있다.

34)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요소로서 그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요소이고 소비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토지, 임금, 이자 등은 부가가치세의 부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방식이
다{임승순, 조세법(2014년판), 박영사, 2014, pp.959}.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각 요소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자
세한 논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자, 즉 금융업에 관하
여는 이창희, 세법강의(2014년판), 박영사, 2014, p.1052 참조

35) 이러한 법 개정의 당부를 논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정도 언급으
로만 그치겠다. 

36) 이 절의 Ⅲ. 1.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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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통칙 등 행정규칙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
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가이므로 과세표
준에 포함한다.’고,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
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 가가 아니
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항의 경우 1998. 
12. 28. 법 개정으로 제5호에 ‘공급 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
체이자’가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포함되기 전인 1998. 8. 1. 개정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행정규칙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제2항의 경우 장려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이 부가가
치세법 제정시부터 일관되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보고 있었던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바,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위 통칙을 제외하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한 통칙 중 매출에누리의 해석에 크게 참고할 만한 것
은 없다.

다. 소결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의 변천을 연혁적으로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의 개념
을 구체화시킬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의 다
른 조항, 아니 다른 세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관한 조항
도 엄밀한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정치성을 확보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이 애초에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을 
차용해온 것이 회계학인바, 회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준들에서는 매출에누
리를 어떤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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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구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손익계산서는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즉 매출
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각 가산·차감한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계속사업손익법
인세비용 및 중단사업손익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의 각 항목을 구분하여 보여
주어야 하였다.37)

구 기업회계기준 하에서 동일한 지출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할 경우 이는 
매출총이익 단계에서부터 차감이 되는 항목이 되며,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 단계에서부터 차감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재무제표를 이용하
는 사람 입장에서 질적인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38) 종국적인 당기순이
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상 매출에누리의 정확한 개념
에 한 개념은 그 중요도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구 
기업회계기준서 제04호 수익인식(2004. 11. 19.공표)은 ‘수익은 재화의 판
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가(이하 
‘판매 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39)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가(이하 ‘판매 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
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만 언급하고 있

37)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2008. 12. 29.공표) 문단60
38)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한 항목의 수치를 다른 항목의 수치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이다(박정식·박종
원·조재호, 현대재무관리(제7판), 2009, 다산출판사, p.597). 이러한 재무비율 중 매출액이 높
을수록 좋게 평가되는 것들이 많다{예를 들어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이 높을수록 
좋은 기업인데, 위 비율은 매출액이 높으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기업체의 입장에서
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판
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구분을 적정하게 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이 들어가는 재무비율이 왜곡되고, 동 재무제표
는 질적으로 나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39) 위 기준서 ‘측정’ 중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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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40) 구체적으로 매출에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은 존재
하지 않는다.

나. 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41)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에 
따르면 기존의 손익계산서 형식 신에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포괄손익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성격별 표시방법42)으로 비용을 공
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4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001호 
문단 한138.2~한138.4에 의하여 구 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양식을 
포괄손익계산서 자체 및 주석에 나누어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44)45) 따라
서 기존 손익계산서에서의 매출차감항목과 판매관리비의 구분의 실익은 여전
히 같은 수준에서 존재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는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46)’고 하면서47)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40) 위 기준서 B2
41) 2013. 12. 31. 공표된 것.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42) 손익계산서 상의 성격별 표시방법 및 기능별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송상엽, IFRS중급회계, 

p.3-40 참조
43) 위 기준서 문단81A, 81B
44)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

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
할 수 있다.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
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
할 수 있다.

   한138.3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
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45) 국제회계기준은 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각 도입국이 공통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특례규정을 일부 둘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서 문단 중 
문단 번호 앞에 ‘한’을 붙힌 특례규정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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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가의 공정가
치로 측정한다.48)’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공정가치가 가 측정의 원
칙인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매매할인 또는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론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
다.

다. 현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는 회사만이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49)이고, 한국회계기준원은 그 이
외의 회사들이 이용할 회계기준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5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46문단은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장 ‘수익인식’ 문단16.5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기업회계기준서나 국제회계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라. 기타 회계규정

46)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참조
47) 위 기준서 문단9
48) 위 기준서 문단10
4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50) 그 이외 회사들도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여도 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자산 평가 방식에 시

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기본적으로 구 기업회계기준에 비하여 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 드는 회계기준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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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2005. 3. 18.) 36에서는 ‘일반적인 
매출에누리 등을 반영한 정상적인 판매가격’, A42에서는 ‘공정가치는 매출에
누리를 감안한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말하며’라고 하여 각 매출에누리에 하
여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위 기준서 5(11)에서는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
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
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가치는 이른바 경제학적에서의 시장가치 
혹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매출에누리를 차감한 것이 ‘정상적
인 판매가격’=‘공정가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공정가치는 정상적
인 판매가격으로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의 조정에 해당될 경우는 매출에누
리,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에누리가 아닌 제3의 항목51)으로 보아야 함
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소결

우리 기업회계기준은 구 기업회계기준, 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
업회계기준을 불문하고 매출에누리 등 매출 차감 항목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
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매출에서 차감한 뒤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그 
수익 인식의 기준은 가의 공정가치라는 정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
적인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
에누리가 재무회계로부터의 차용개념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
무회계에서는 그 개념의 의미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
한 상황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에누리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법령 및 회계기
준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외국의 입법례는 어떨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비교법적 검토
51) 예를 들어 판매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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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 부가가치세 지침

1955년 프랑스가 기존의 제조세(製造稅)를 도매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로 
체하여 제도를 시행한 이후 196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각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국의 공통세(共通稅)
로 채택되었고, 현재 부분의 주요국이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52)

유럽연합의회는 그 내용이 직접 회원국을 기속하는 규범으로서의 ‘규
칙’(regulation)을 제정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바로 회원국을 기속하지는 않
지만 회원국으로 하여금 각자가 선택하는 적절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결과
적으로 그 내용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규범으로서의 ‘지침’(directives)을 
제정하기도 하는바53), 그 지침 중 유럽연합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
이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이다. 위 지침은 1977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전면개정 되었는바,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지만 2006년의 지침이 상 적
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1977년 지침)54)

1977년 지침은 제11조 A.1.(a)에서 과세표준에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가
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그 가가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 공급의 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보조금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5)

52)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1, pp.833
53) 한만수,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 겸 단말기 구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의 포함여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1호, 2012. 9, pp.142
54) SIXTH COUNCIL DIRECTIVE of 17 May 1977 on the harmonization of the law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urnover taxes-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uniform basis of assessment

55) Article 11
A.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1. The taxable amount shall be:
(a) in respect of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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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A.1.(b)은 재화의 개인적 공급·면세전용 등의 경우 판매가격이 존재
하지 않을 때는 구매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였고, 동조 A.1.(c)는 용
역의 개인적 공급의 경우 제공한 용역의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A.1.(d)는 용
역의 면세전용 등의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도
록 하였다. 여기서 용역의 ‘시장가치’라 함은,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의 고객
이 동일 시점, 동일 지역에서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
을 말한다고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제11조 A.2.에서는 과세표준은 세금, 부담
금 등을 예시하고 있고, 수수료, 포장비, 운임, 보험료 등의 부수적 비용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차감 항목에 관하여는 제11조 A.3.에서 (a) 금의 조기지급으
로 인한 가격할인, (b) ‘공급시기에 계상된’ 고객에 한 가격할인 혹은 보조
금, (c) 공급시점 이후의 가에 한 환급 혹은 장부에 이연계정으로 계상
된 것 중 납세의무자가 실제의 지출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거래로 어떠한 조
세도 감면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56)  (a)는 우리 부가가
치세법 상의 매출할인, (b), (c)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매출에누리의 경우 공급시기에 계상된 것은 바로 과세표준의 차감항

(c) and (d) below, everything which constitutes the consideration which has been 
or is to be obtained by the supplier from the purchaser, the customer or a third 
party for such supplies including subsidies directly linked to the price of such 
supplies;

56) 3. The taxable amount shall not include:
(a) price reductions by way of discount for early payment;
(b) price discounts and rebates allowed to the customer and accounted for at the 

time of the supply;
(c) the amount received by a taxable person from his purchaser or customer as 

repayment for expenses paid out in the name and for the account of the latter 
and which are entered in his books in a suspense account. The taxable person 
must furnish proof of the actual amount of this expenditure and may not deduct 
any tax which may have been charged on these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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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인정하는 데에 비하여, 그 이후 시점에서 계상되는 것은 특정한 요
건, 즉 실제 환급 혹은 차감된 금액의 입증 및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
만 과세표준의 차감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2006년 지침)57)

2006년 지침은 전반적으로 1977년 지침에 비하여 한층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과세표준 및 매출에누리에 관하여는 딱히 그렇지
도 않다. 2006년 지침 제73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한 과세표준은 (아래 
제74조 내지 제77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급받는 자 혹은 제3자가 당해 
공급에 한 가로 공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가를 포함하며, 그 공
급의 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보조금 또한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는 
표현이 조금 자세해지기는 했지만 1977년 지침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 외 제74조 내지 제79조에서 재화 및 용역의 개인적 공급, 면세전용 등
의 재화의 의제공급에 관하여 1977년 지침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추가된 규정은 제80조인데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상 및 특수관계자의 범
위를 정하고 있다.

(3) 매출에누리 및 과세표준과 관련된 EU 부가가치세 지침 규정의 특
징

EU 부가가치세 지침들58)우리 부가가치세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
57) SIXTH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58)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1977년 지침),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2006년 지침)은 매출

에누리 및 과세표준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하기에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이와 같이 통칭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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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여겨 볼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제3자가 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문구상으로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
전가치 있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59) 형
식적 문구만을 본다면 정반 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경우 제3자로부터 받는 반 급부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
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
약 등을 통하여 삼각급부 혹은 단축된 급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한 가를 형식적으로는 제3자가 지급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EU 부
가가치세 지침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재화·용역의 

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비하여,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경우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
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의 일반소비세·유통세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제3자로부터 받는 급부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한 가에 해당될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급의 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시
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반 로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차
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60)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문구가 보조금에 관한 조항이기는 하지만, ‘직접성 

5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후문
6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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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61)이라는 문구는 공급가액 일반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과세표준 차감항목을 정의하면서 ‘공급시기에 계상된’ 고객에 한 
가격할인 혹은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급시기에 계
상된’62)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공급시기에 이미 가격할인 
및 보조금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일본 소비세법

일본 소비세법은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에 해당되는 내용(매출에누리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28조(과세표준) 제1항 본문은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소비세의 과
세 표준은 과세자산 양도 등에 한 가의 금액( 가로 수수하거나 수수해
야 하는 일체의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 혹은 권리 기타 경제적 이익의 금
액으로 하는 과세 자산 양도 등을 부과하는 소비세액 및 해당소비 세액을 과
세 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 소비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 한다.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는 동일)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2호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단서는 “다만 법인이 자산을 제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가의 액수가 해당 양도시의 해당 자산
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우리 부가가치세법 제
29조 제4항)을 두고 있고63) 동조 제2항은 개인적 공급에 관하여, 동조 제3
61) 원문의 문구는 “directly linked”
62) 원문의 문구는 “accounted for at the time of the supply”
63) 특기할 만한 것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

용하고 있는데, 일본 소비세법은 임원에 대해서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일본 소비세법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필자의 추측으로는 일본이 1989년 최초에 소비세를 도입하면서부터 극심한 조세저항에 시달
렸던 점으로 인하여, 소비에 대한 전면적 과세보다는 제한적 과세를, 고율의 세율보다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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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재화의 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64)

한편 일본 소비세법이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부가가치세법과의 차이
점이다. 일본 소비세법 제38조는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을 했을 경우
의 소비 세액 공제’라는 표제하에 “사업자가 국내에서 간 과세 자산 양도 등
에 해 반품을 받거나 할인 혹은 일부를 하면서 당해 과세 자산 양도 등의 

가의 금액과 해당 가에 백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65)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또는 당해 과세 자산 양도 등의 세금 포함 가격에 관
련된 외상 매출금 기타의 채권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 감액(이하 본 항에서 
제4항에서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
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을 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액에 한 
소비 세액에서 당해 과세 기간에 간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의 금액에 
관련된 소비 세액(해당 반환한 세금 포함 가격 또는 가격 인하를 한 채권에 
15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는 동일)의 합계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을 했
을 경우의 소비 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사업자가 해당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을 한 금액의 명세를 기록한 장부를 보관·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
다(일본 소비세법 제38조 제2항). 즉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실체법적으로 금의 감액이 있어야함은 물론 그에 관한 증빙 및 
장부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66)

한편 과세표준에 관하여 소비세법 기본통달 10-1-1은 “법 제28조 제1항 
본문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과세자산 양도 등의 가금액’은 과세자산 

적으로 저율(과거 5%에서 현재는 8%)의 세율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64) 한편 일본 소비세법은 매입에누리에 관하여, 우리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 소비세법 제32조는 ‘구입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을 받은 경우의 매입에 관련된 
소비 세액 공제의 특례’라는 표제 아래에서 매입에누리에서 차감될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65) 이른바 ‘세함(稅含)가격’을 의미한다.
66) 소비세법 시행령 제58조, 기본통달 14-1-8등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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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에 관한 가에 관해 가로 수수하거나 수수해야 하는 일체의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것 혹은 권리 그 다른 경제적 이익의 액수를 말하며 소비
세액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경우의 ‘수수해야 하는’이란 별도규정
이 있는 때가 아니라면 그 과세자산 양도 등을 행했을 경우 당해 과세자산 
등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도 등에 관련된 당사자간에 수수한 공
급 가를 말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주) 동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자산의 간주양도> 규정에 의해 법인이 임원에 해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
으로 자산양도나 증여한 경우 혹은 개인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재고자산 이
외의 자산으로 사업용에 제공하던 것을 家事로 소비 혹은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등의 때의 그 자산의 가격에 의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고
만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인 공급 가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가격이 아
니라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을 했을 경우의 소비 세액 공제’에 관하여 소
비세법 기본통달 14-1-1은 “해상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에 
의한 운송에 관련해 지불한 조출료는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에 해당한
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본통달 14-1-2은 “사업자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
로 과세자산의 판매 수량,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거래처(과세자산의 판매의 
직접 상 방의 도매업자 등 외 그 판매처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 관계자를 포
함)에 해 금전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매출에 관한 가의 반환 등
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기본통달 14-1-2의 괄호안 부분, 즉 “과세자산
의 판매의 직접 상 방의 도매업자 등 외 그 판매처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 
관계자를 포함” 부분은 뒤에서 볼 유럽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다자간 매출에
누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둔 것으로 특기할 만하다.

일본의 문헌은 제28조, 제32조, 제38조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 가의 액이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견적액을 가액으
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자산과 비과세자산(가령 가액과 토지)을 일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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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경우에는 무언가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이용해 과세자산의 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덧붙이고 있거나67) 조문을 그 로 소개하는 등68) 
별다른 언급이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 독일69)

독일의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 제10조(공급, 특정급부 또는 
기업내부의 취득의 과세표준) 제1항은 ‘거래의 가격은 공급과 그 밖의 급부
에 의해, 그리고 기업 내부의 취득에 의해 얻는 가에 따라 평가된다. 가
는 급부의 수취자가 해당 급부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것을 말하되, 부
가가치세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의 수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급부
의 가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에 속한다....(중략)... 사업자가 다
른 사람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취하거나 지출하는(수탁자의 지위) 금액은 
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하여 학설은 “계약상 약정된 공급이나 그 밖의 특정급부
의 가격이 뒤에 어떤 이유에서든 감소하면 급부의 수취자가 처음에 약정된 
금액을 그 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곧 사업자가 공급한 급부의 가
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거래의 직접 상 방에 하여 가격할인
(Preisnachschlaß)이 행하여지면 과세표준의 감축도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당초 약정된 가에 다른 과세가 행하여진 후에 가격의 할인이 일어났다면, 
그 과세는 가격할인을 반영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리베이트(Rabatt), 상여
(Bonus) 및 할인(Skonto)은 과세표준의 감축을 가져오는 가격할인의 형태로 
가장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격의 계산 없이 추가적 상품
공급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른바 추가상품제공(Mernenrabat)은 가의 감축
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지급된 가액이 가액이 전체의 구매량에 
67) 金子 宏, 租稅法(第 十八版), 弘文堂, 2010, pp.649~p.650
68) 水野 忠恒, 租稅(第 五版), 有斐閣, pp.743~744
69) 이 부분은 한만수, 앞의 논문, pp.144~pp.145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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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특정의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품을 주문하지도 않은 고객에게 주어지는 사례는 가격
할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급받는 자의 어떤 행위에 한 반 급부일 
수 있고,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상이 되는 급부
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70) 그리고 공급자의 고객에 한 가
의 상환은 고객의 연간 주문량에 따라 연간 보너스나 연간 상환금 등의 형태
로도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71)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부가가치세법도 과세표준에 관하여 ‘수취자
가 해당 급부를 얻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것’이라는 표현정도로 규정하고 있
고,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한 자세한 규정은 없다.

라. 미국 

미국은 현재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 소비세로는 매상세(Sales 
Tax)를 주세로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그간 꽤 있어왔던바 표적으로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부
가가치세 입법안과 Ullman 입법안이 있다.

ABA 부가가치세 입법안은 Section4100에서 고객이 지급한 금액, 즉 현금
으로 가가 지급될 시에는 매입하는 자가 지급한 가격이 과세표준이라고 하
면서, 운임료 등 기타 거래관련비용을 포함하며 동 입법안에 의한 부가가치
세 및 각 주정부의 매상세(sales tax)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2) 한편 
70) Sölch-Ringleb-List, Umsatzsteuer, Verlag C.H.Beck(1986), §10, Para. 51-52{한만수, 

앞의 논문, pp145 각주37)에서 재인용}
71) 위의 책, §10, Para{한만수, 앞의 논문, pp145 각주38)에서 재인용}
72) SECTION 4100 : TAXABLE AMOUNT
(a) AMOUNT CHARGED CUSTOMER.-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hapter, 

when money is the only consideration, the taxable amount for any transaction 
shall be the price the seller charged the purchaser of the property or services-

 (1) including all invoiced charges for tranportaion and other items payabl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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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으로는 (A) 즉시 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매출할
인, (B) 매출시에 약정된(at the time of sale) 수량할인이나 가격할인, (C) 
역시 매출시에 약정된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Ullman 입법안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
목(위의 매출할인, 수량할인, 가격할인, 현금 환급)에 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입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매출시
에 약정된” 매출에누리 혹은 현금 환급만을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소결

우리나라는 물론 EU 부가가치세 지침들, 일본 소비세법, 독일 부가가치세
법, 미국의 부가가치세 입법안 등 입법례들 중 매출에누리와의 관련성 하에 
과세표준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73) 다만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EU 부가가치세 지침들의 몇 문구는 해석에 참고할 만한 것
으로 보인다. 

매출에누리가 실제 거래에서는 복잡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처럼 법령은 간명하고 별도의 해석 근거가 없는 점이 매출에누리에 해
석에 있어서의 최  난점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실
제 문제상황을 해결한 해석례는 어떠할지, 아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례를 

seller with respect to the transacion, 
 (2) excluding
  (A) the tax imposed by section 4001, and 
  (B) any separately stated state and local sales and use taxes with respect to the 

transacion, and
73) Jeoen Biji, VAT: ‘Money Off Vouchers’ and ‘Cash Back Schemes’-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Can They Be Solved, EC TAX REVIEW 2012-5, Kluwer Tax 
International, 2012, pp.262도 EU 부가가치세 지침들은 이에 관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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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II. 매출에누리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검토74)

1. 국내 판례 및 결정례

매출에누리에 관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으나, 최근에 다자간 
상거래 사안들을 위주로 하여 여러 건의 불복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에서 보겠지만 이와 같은 사안들에 한 법원의 판결은 각양각색이고 서로 
간에 논리의 정합성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 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사례2-1관련 판례)

이 판례는 사례2-1의 전형적인 사안에 해당된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휴 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사의 리점에 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주된 쟁점이 재화 공급 이후에 정해진 할인액을 매출에누
리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
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74) 판례나 행정해석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시에는 따옴표를 이용한다. 그 외 밑줄, 굵은 글씨 
처리는 모두 필자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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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아래의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래 판결에서 이를 인용하면
서도 동일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아래 판결에서 같이 살펴보겠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사례2-1관련 판
례)

(1) 사안의 개요

이동통신사는 리점에게 휴 전화단말기를 판매하고, 소비자는 리점으
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그런데 통신사는 리점에게 출고가(예를 들어 90만
원)에 출고하고, 리점은 이 가격(출고가 상당액)에서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부여한 보조금(예를 들어 27만원)을 차감한 금액(위 예에서는 63만원)만을 
지급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리점은 이동통신사에게 휴 전화 단말기의 
외상매입금 지급시 위 차액(63만원)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위 사안에서 이
동통신사는 자신의 리점에 한 휴 전화 단말기 과세표준을 출고가로 신
고하였다가 그 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달라
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 그림과 같은 보조금 채권
의 양도는 작위적인 법률관계 구성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보
조금 채권의 양도를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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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매출에누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
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
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 주장과 같
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
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어야 할 것이다.”75)고 하면서,

“통상 이동전화사업의 경우 원고, 리점, 가입자 등 3자 간에는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단말기 공급거래가 별개로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과 원고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약관의 각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이
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
로서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
명하다.”고 하여 단말기 보조금이 위 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원고와 

리점 사이의 위탁 리점계약서에도 ‘원고가 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
급가격은 원고가 정하여 고지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리점의 
협의에 결정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격,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
방법, 기타 거래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와 리점이 상호 협의
하여 개별 약정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며 위 ②요건을 

75) 아래에서는 각 요건들을 ‘①요건’, ‘②요건’, ‘③요건’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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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못하고

“원고와 리점은 원고가 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
가 원고에 하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전제로 

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원고의 리점에 한 단말기 
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하여 위 ③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앞의 법원 2001두67586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도 이와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위와 같이 신세기통신이 제공하는 017 서비
스망 가입이라는 조건이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세기통신은 재고 단말기 
자체를 시급히 소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인 판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보
조금(또는 할인금)이 원고와 리점 또는 가입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의 경우 구 전기
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전화사업자가 그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
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
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 원고와 리점 사이의 단말
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①요건 관련), “② 신세기통
신 사건의 경우 신세기통신과 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
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분명하게 있었던 반면, 이 사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 판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요건 관련), 
③ “신세기통신 사건의 경우 리점이 신세기통신으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
를 가입자에게 할인 판매한 후, 원고는 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
서 할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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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 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 
후, 원고는 리점에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차감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리점
으로부터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한 점”(③요건 관련)을 들었다.

 
(3) 위 판결의 취지

위 판결은 나름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하여 판단을 내렸다. 그 요건으로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는데, 공급가액을 차감하려는 거래 
자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다른 거래와 관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과 관련이 있을
뿐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없고(①요건), 보조금만큼 이동통신사의 리
점에 한 단말기 공급 가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도 있었다고 보기 힘들
며(②요건), 이동통신사가 리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금도 모두 회수하였기에 단말기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도 아니다고 
판다하였다(③요건).

다.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4404 판결(사례2-1관련 판
례)76)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휴 전화 단말기 제조회사로서 총판점 및 전문점에 공급한 휴 전
화기의 기종별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인하시점으로부터 30일 전까지 판매
한 물량에 하여도 인하된 가격을 소급적용하여 당초의 공급가격과 인하된 
76)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3. 10.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대법

원 2003두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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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의 차액을 공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가격보호정책을 실시하였
다. 위 소급하여 공제된 인하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
다. 이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인하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며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의 요지

이 판결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에 관하여 “에누리액이라는 것
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
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
드시 용이한 것은 아닌바”라고 하면서, 매출에누리의 판단기준으로는 “원고가 
실시한 가격보상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 가격보상
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
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 상의 제한(예컨 ,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해
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예컨 , 일정한 매출액이
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
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
다.”

 
(3) 위 판결의 취지

위 판결도 나름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앞의 서울고등
법원 2012누31030 판결의 ①요건 내지 ③요건 중, ②요건 즉 할인 약정의 
시기,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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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판결(사례1-2 관련)

(1) 사안의 개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에게 인터넷사이트 등 거래장치(플랫폼)만 제공하고 실
제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었다. 오픈마켓은 자기 
회사 인터넷싸이트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쿠폰을 발행하였는데, 
그 쿠폰은 두 종류로서, 그 중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
자를 상으로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금액 할인해 주는 방식이었고，
나머지 ‘바이어 쿠폰’은 이용실적이 우수하거나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해당 회
원(소비자)에게 전체 또는 일정 범주의 상품 구입시 이를 차감한 잔액만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방식이었다.

 소비자는 이 쿠폰을 사용하여 개별상품가격에서 쿠폰액을 차감한 잔액만
을 결제하고, 쿠폰액면금액만큼 판매 금을 소비자로부터 덜 받았는데 오픈
마켓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 쿠폰액면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서 판매
자는 사실상 쿠폰으로 인한 손익이 없어진다. 기존에 오픈마켓은 쿠폰액면금
액이 차감되어 지급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과세관
청이 쿠폰액면금액만큼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을 하자 오픈마켓 측은 불복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아이템 할인 부
분은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여 동 부분은 취소가 되었고(조심 2011서2697 결
정)77), 나머지 바이어 쿠폰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77) 조세심판원은 앞의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4404 판결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매출에누리의 기준으로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가격할
인 약정이 사전에 있었을 것’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바이어 쿠폰의 경우 “회원(소비자)가 해당 물품 가격을 직접 할인 받은 것이 아니라 
바이어쿠폰을 이용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바이어 쿠폰 부
분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아이템 할인은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가격할인 약정
이 사전에 존재’하였다고 보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다.



- 40 -

(2)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전약정의 유무를 중요시하며 사전약정
이 존재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유지
하였다.78) 

우선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
을 들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
도 · 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그 밖에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나 에누리
액으로 볼 수 없는 소극적인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①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
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②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
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 되면，해당 금원은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일반론을 전제로 하여, 오픈마켓과 판매자 사이에 바이어 쿠폰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의 내용이 판매자가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판매한 실적과 연동되고, 바이어 쿠폰 액면가액만큼 수
수료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이를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의 취지
78)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9조 본문에 의하여 1심판결문을 

인용하였고, 일부 내용만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판결 요지도 거의 대부분 서울행정법
원의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31229 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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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조
항79)의 글귀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이상의 요
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서 설시한 매출에누리
의 요건은 앞의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30 판결에서 설시한 매출에누리 요
건과 비교할 때,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30 판결의 ①요건 내지 ③요건 중 
①요건, 즉 ‘당해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제외하고 있다. 
①요건은 부가가치세의 문구에는 없는 요건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2누
31030 판결은 해석에 의하여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위 판
결은 그러한 요건과 같이 문구에 없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
단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3구합12157 판결(사례1-2 관
련)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과 유
사하고80) 다만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 사안이 피고(과세관청)의 부
과처분에 한 불복이었다면, 이 사안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있었던 사안이
다. 서울행정법은 이 사안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과는 상반
되는 결론을 내렸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관한 일반론은 따로 설
시하지 않고,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사전약정이 있었
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할인쿠폰 액면금액 상당액을 판매수수료에 
7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80) 물론 매출에누리에 관한 사전약정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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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원고가 지출한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였다.81) 다음으로 방론으로 “물론 원고와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인터넷 상
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의 제공，원고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
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하는데，위 두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당연히 일치하거나 서로 연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
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는 할인권 상당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판매자 사이에서 용역제공의 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 상당의 금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판매자 사이
의 합의로 달 리 정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원고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 
용역제공의 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최종소비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여 원고와 판매자의 거
래,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구분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판단
되어야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3) 판결의 취지

이 판결에서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한 별도 판단은 없었지만, 최소한 당
사자 사이의 사전약정이 매출에누리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전제로, 이 요건을 
결한 이상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없고 판매장려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
단하였다.

바.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사례2 관련)

(1) 사안의 개요

81)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3누6581 판결 사안의 경우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였는데 과세관청이 매출에누리임을 부인하고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이고, 이 사안은 당초에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라는 차이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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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개별 고객이 형마트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시 회원에 가
입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마일리지가 일정한 액수를 넘으면 
물건 구매시에 동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를 일부 또는 전부할 수 있게 한 
사안이다. 즉 전형적인 사례2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원
고는 1안, 사용된 마일리지의 액면금액은 즉 제1거래에 관한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였으나82), 서울행정법원은 3안의 결론, 즉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은 
제1거래 및 제2거래 모두에 관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가 2안(마일리지 사용이 제2거래에 한 매출에누리라는 주장)에 해당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2안은 법원의 판단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
래의 판결 요지에서 보겠지만, 위 판결은 방론으로 2안도 배척하였다}.83)

(2) 판결의 요지

위 판결은 매출에누리의 요건 일반에 관하여는 “① 1차 거래의 재화 공급
과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1차 거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거래상 방으로
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전제로 “이 사
건 포인트는 적립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이나, 원고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
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적립 시점에서는 추후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
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을 뿐 실제 포인트 사용 여부 및 차
감할 '일정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소비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고들도 
세법상 확정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포인트의 경우 적립
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원고들 매장 또는 가맹점으로 그 
사용 상도 제한적이며, 실제 적립률과 사용률의 차이도 상당하여 적립 자
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포인
트는 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2차 거래에
82) 원고는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이 아니라, 당해 거래로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후에 사용되

면 소급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3) 원고는 경정청구시부터 1안만을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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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2차 거래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가에서 포인트만큼 할인 혜택을 받고,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사용
한다고 하여 1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구
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시 적립되지만 2차 거래시 사용되어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특
성 때문에 1차 거래 '이후' 제공되는 장려금으로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하
여 마일리지 적립액은 제1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1안을 배척하였고,

다음으로 신설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은 이 사건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반드시 1차 거래 또는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한 번은 제외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시행령
이 이 사건 포인트 중 사용액을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
함으로써 1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이중과세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가 2차 거래의 에누리로서 2차 
거래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야 하는지는, 이 사건 포인트를 2차 거래의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법상 에누리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
액으로서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어, 금 할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에서 정한 '에누리'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사업자가 자기
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
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되는 재화의 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고 있는바(법 제6조,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조), 2차 거래에서 이 사건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설사 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은 2010. 2. 
18. 신설되었지만,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에누리'와 관련된 규정은 계속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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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던 점, 위 시행령이 없더라도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은 확인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2안도 배척
하였다.

(3) 판결의 취지

위 판결은 매출에누리 요건 일반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30 
판결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포인트 사용액은 당해 포인트가 사용된 제2차 
거래가 아닌 제1차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당해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못 갖추어 이르 제2차 거래에 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

사.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33 등 결정

위 결정은, 과세관청이 사행성 게임기 당첨시 제공하는 상품권 지급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사행성 게임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자 게임장 
운영업자가 이에 한 불복을 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관하
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장
려금’이란 판매촉진·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이
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려금은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있어 그 공급 가의 결정과 무관하므로 부가가치
세법은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국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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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종결된 사안 중 참고할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송화 되지 않은 것 중 행정 예규(질의 회신) 중 참고할 만한 것만 검토하
겠다. 우선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사안과 부정한 사안을 살펴보고, 그 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유형의 거래에 한 행정 예규는 별항으로 검토하겠다.

가.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사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인쿠폰을 배포한 경우 실제로 사용된 위 쿠폰 상당
액은 매출에누리액이라고 하였고8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
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신형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한 공급단
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구형 재화에 한 단가의 소급 
조정액을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하였다.85) 한편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이 도매
상에게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도매상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도매상이 소매상을 상 로 지출한 판촉활동비용 상당액을 차
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위 판촉활동비용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았다.86)

나. 매출에누리를 부정한 사안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격에 할인하여 주는 상황에 해서,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
기처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4) 부가46015-2169, 1998. 9. 24, 한편 이 행정해석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85) 부가46015-2031, 1998. 9. 9.
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4, 2004. 12. 1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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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
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형제품의 할인전 정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87) 다음으로 항공권 판매를 행하는 사
업자가 항공사와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 행계약을 
체결한 뒤, 위 판매 행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가격보다 항공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할인금액을 판매 행수수료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았다.88) 또한 제
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당초 제품가격에서 소급하여 인
하하는 조건이었던 사안에서, 동 인하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며, 이 
경우 리점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를 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89)

다. 이른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사례1과 관련)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 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사안에 관하여90), 당초에 판매 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91)

87) 부가 46015-1961, 1996. 9. 19, 부가 46015-2094, 1996. 10. 11, 부가 46015-675, 1998. 
4. 9, 부가 46015-1790, 1998. 8. 10. 등 다수의 행정예규

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7, 2004. 12. 3.
89) 제도46015-12639, 2001. 8. 10.
90) 이 경우 소비자는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가 아닌 대리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물건을 지

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91) 부가 46015-232, 199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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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좀 오래된 예규이긴 하지만 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
방의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판
단한 것92)과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안 모두 당초 공급하는 
자인 A가 공급받는 자인 B에게 공급한 후 B가 자신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
점의 사후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보조를 받은 상황인데, 후자의 선례가 매
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본 것에 비하여 전자는 이와 반 로 이를 매출에누리라
고 본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약정이 A 스스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점도 양 사안에서 공통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반된 판단을 내
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라. 카드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판매한 공급자의 경우(사례1, 사례2 관련)

자동차 제조회사와 신용카드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전약정(제휴)를 하였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
한 뒤, 자동차 제조회사는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할 시에 당해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른 포인트(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일정 금액을 자동차의 정상판매가
격에서 할인하여 주고, 신용카드회사는 사용된 포인트에 관하여 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회사는 카
드소지자에게 당초 정상판매가격에서 판매시 직접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후 
당해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더한 가액93)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카드회사에게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94)95)

92) 부가1265-1101, 1983. 6. 4.
93) 수식으로 정리하면 ‘정상판매가격 – 포인트사용에 따른 할인액 +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보상

액’이 자동차 판매회사의 공급가액이라는 것이다.
94) 부가46015-1660, 1998. 7. 28.
95)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위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는 서삼 46015-10917, 2002. 

5. 31.이 있고,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는 부가-664, 2010. 5. 2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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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재판소의 판례들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ECJ)는 유럽연합(EU) 조약 및 제
반 법률의 통일적 해석과 그 적용에 한 판결을 통하여 EU 법률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CJ는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각 나라의 법
률 또는 법률의 적용·해석이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다양한 사안들에서 ECJ는 매출에누리의 개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ECJ의 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매출
에누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가.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취지의 판례들

우선 매출에누리에 관한 ECJ의 리딩 케이스로 불리우는 Boots Company 
판결이다.96) 영국의 The Boots Company라는 신발 판매회사는 신발을 판매
하면서 다음에 신발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주었는데, 그 쿠폰
을 소지한 소비자가 신발을 차후에 구매할 경우 그 쿠폰 액면가액만큼 가격
할인을 해준 사안에 관하여, 영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으로
부터 수취한 금에 위 할인쿠폰의 할인액 상당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았으
나 유럽재판소는 위 할인쿠폰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항목
이라고 판단하였다.97)

다음으로 역시 리딩케이스 중 하나인 Elida Gibbs 판결이 있다.98) Elida 
96) The Boots Company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7 March 1990, 

Case C-126/88
97) 위 판결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할인권이나 사은권(쿠폰)을 

준다면, 할인권이나 사은권의 가액을 뺀 잔액이 공급가액이다.’라고 평하는 견해가 있다(이창
희, 앞의 책, pp.1033).

98) Elida Gibbs Limited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4 October 1996, 
Case C-317/94 판결, 이른바 제3자 발행 쿠폰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앞의 사례1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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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 Ltd는 Unilever의 리점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할인쿠폰과 캐
쉬백 쿠폰을 발행하였다.99) Elida Gibbs Ltd는 영국 국세청을 상 로 위 쿠
폰액은 매출에누리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위 상당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영국 국세청
은 이를 거부하으나, ECJ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자가 실제 
지급받은 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청구를 인용하였
다.100)101)

다음 사안으로는 영국의 소매상인 Argos에 관한 것으로 Argos는 중간도
매상에게 상품권을 다량으로 판매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나
중에 도매상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 상품권과 교환으로 물건
을  교환하였다. 이 때 영국 국세청은 액면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라고 보았
다. ECJ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제로 지급된 가치가 과세표준이라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Argos가 상품권의 명목가액이 아닌 실제 수취한 가가 과세표
준이라고 판단하였다.102)

나.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지 않은 취지의 판례들

표적으로는 Naturally Yours Cosmetics Ltd Vs Customs and Exercise, 
Case 230/87, [1988] 판결이 있다. 위 사안은 화장품 도매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화장품 판촉활동을 하는 소매상(beauty consultant)에게 통상적인 도매
가격의 15% 가격으로 일정량의 미끼상품(inducement)인 화장품을 공급하였
고, 위 소매상이 위 미끼상품을 사은품(gift)로 이용하여 도매상이 공급한 다
99) 현금할인 쿠폰과 캐쉬백 쿠폰에 관하여는 뒤의 제3장 제1절 Ⅰ. 2. 참조
100) 거의 유사한 내용의 판결로는 Commsion Vs. Germany, 15 October 2002, Case 

C-427/98 판결이 있다.
101) 위 판결에 대하여 Jeroen Bijl, VAT: ‘Money Off Vouchers’ and “Cash Back 

Schemes’-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Can They Be Solved, EC Tax Review, 
2012-5은 현행 EU 부가가치세법 개정지침 하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2) Argos Distributors PLC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4 October 
1996, Case C-2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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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화장품 판촉활동을 한 사안이다. 유럽재판소는 저가로 공급된 화장품과 
화장품 소매상이 공급한 용역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direct link) 및 가 
관계를 인정하고 도매상이 공급한 미끼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미끼상품의 과세표준은 현금으로 지급받
은 금액과 제공받은 용역의 합계액이며 그 금액은 미끼상품의 통상적인 도매
가격과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103)

다음으로 역시 제3자 발행 쿠폰에 관한 케이스가 있다.104) Yorkshire 
Co-operative Ltd는 식품 소매상으로서 식품 판매시에 다양한 식품 제조업
자가 발행한 쿠폰을 수취하고 동 쿠폰의 액면가액만큼 판매 금을 할인해준 
뒤, 위 쿠폰을 이를 발행한 식품 제조업자에게 상환하면서 그 가를 수취하
였다. 위 사안에서 ECJ는 쿠폰의 액면가액도 소매상인 YorkShire의 공급가
액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ECJ 판결의 경향

ECJ 판결들은 일관되게 매출에누리로 보거나, 일관되게 매출에누리로 보
지 않거나 하는 경향성을 띠지는 않고 있으며 매출에누리에 한 도그마틱한 
이론을 정립한 뒤 이에 따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사안마다 EU 
부가가치세법 제6차 개정지침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Yorkshire Co-operative Ltd Vs Commisioners of Customs & 
Exercise, 16 January 2003, Case C-398/99 판결 판결은 일견 Elida Gibbs 
Limited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4 October 1996, 

103)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도매상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구성하는 것)은 가공적인 거래
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부당하는 주장도 있다(Rebecca M. Miller, Illusory supllies and 
unacknowledged discounts: VAT and valuation in consumer transactions, British 
Tax Review, 2003. 2, p.153).

104) Yorkshire Co-operative Ltd Vs Commisioners of Customs & Exercise, 16 January 
2003, Case C-398/99 판결



- 52 -

Case C-317/94 판결과 모순되어 보이는 면도 있다.105) 그러나 사실은 전혀 
모순되는 판결이 아니다. Elida Gibbs 판결의 경우 쿠폰을 발행한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관한 것이고, 위 판결은 쿠폰을 수취한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한 것이기 때문이다.106)

105) 같은 취지로 강성모, 부가가치세 공급의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3, p.197

106) 뒤의 제3장 제1절 Ⅱ.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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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매출에누리 관련 문제상황에 관한 
검토

지금까지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규정, 판결례 등을 보았으나, 매출에누리에 
한 정확한 개념이 그려지기 보다는 오히려 매출에누리 개념설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부각되었다. 사실 매출에누리에 한 판단은 개별사안마다에 구체
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것들만이 있고 전체를 관통하여 논리적으로 매출에
누리의 개념을 조망하려는 노력은 찾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
출에누리 개념에 관하여 통일성 있는 이론을 찾기에는 이에 관한 규정들이 
너무도 빈약한 상황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사례1(1-1, 1-2) 
및 사례2에 관한 답을 현행법 체계하에서 도출해보는 형식으로 매출에누리
의 올바른 개념을 탐구해본 뒤(해석론), 이러한 결론이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정합적인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이론적 분석), 마지막으로는 입법론으
로 매출에누리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정비해 볼 수 있을지를 모색해본다(입
법론). 

제1절 제3자 개입 거래(사례1)에 관한 검토

I. 문제의 상황 및 유형

1. 양자간 거래 vs 제3자 개입 거래

사례1의 경우, 그 특징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거래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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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세 상 거래의 양 당사자가 할인쿠폰107)을 발행한 사람과 할인쿠폰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문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공급하는 자, 공급
받는 자 이외의 사람이 할인쿠폰의 발행한 사람 혹은 사용한 사람에 해당되
는 경우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할인쿠폰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더라도 최종적인 할인쿠폰의 액
면금액(fair value)상당액은 결국 할인쿠폰을 발행한 사람이 보상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할인쿠폰을 발행한 사람은 자신이 할인쿠폰으로 인하여 보상하
게 된 금액(할인액)을 지출한 이상 당해 할인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 부
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할인쿠
폰을 발행한 사람과 거래한 상 방 당사자는 정작 할인쿠폰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일반적인 구조의 할
인(할인액을 부담한자가 공급하는 자이고, 할인혜택을 받은 자가 공급받는 
자인 경우)와는 달리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것
이 옳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2. 유형: 캐쉬백과 현금할인

실제 할인쿠폰의 유형은 극히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
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현금할인’(Money-Off)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캐쉬
백’(Cash-Back) 유형이다.  ‘현금할인’ 유형은 쿠폰을 소지한 자가 재화(용
역) 구매시 공급하는 자(편의상 ‘소매상’이라 한다)에게 쿠폰을 지급하면서 
정상가액108)에서 쿠폰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재화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지급받은 소매상이 쿠폰을 발행한 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면서 약정액을 지급받는 유형이다(그림1). 반 로 ‘캐쉬백’ 유형은 쿠

107) 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할인쿠폰 외에 보조금 채권일 수도 있고, 마일리지일 수도 있으나, 
결국 최종적인 의미에서 대가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바, 크
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 혼용하기로 한다.

108) 쿠폰 등 별도 할인이 없을 경우의 판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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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사용하는 자가 직접 쿠폰을 발행하는 자(편의상 ‘생산자’라고 한다)에게 
쿠폰을 제시하여 할인액 상당액을 지급받는 유형이다(그림2).109)

(그림1)

(그림2)

이러한 구분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에누리에 한 

109) 위 그림들은 Jeroen Bijl, 앞의 논문의 그림을 참고하여 그린 것이다.

생산자 100+10VAT 도매상 150+15VAT 소매상 220⇦11
소비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11(VAT포함)

△ 쿠폰

생산자 100+10VAT 도매상 150+15VAT 소매상 220⇦11
소비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11(VAT포함) ▼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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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립하면서 그 기준이 현금할인 유형과 캐쉬백 유형을 다르게 취급한
다면 이러한 ‘기준’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지니는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110) 따라서 매출에누리에 한 안을 모색함에 
있어 양 유형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II.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안의 모색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인쿠폰을 발행한 자가 
할인쿠폰을 회수하면서 그에 한 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 상당
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 (그림1), (그림
2)를 보면 생산자는 총 99원(=110원-11원)만큼 공급 가를 받았고 총 
90(=99원 x 100/110)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111) 10원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본인이 실제로 가를 지
불받지 못한 10원만큼(보조금 중 부가가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도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112)

110) 아래 Ⅴ. 1.에서 볼 것이지만 EU의 개정안은 이를 달리 취급한다.
111) 편의상 생산자의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12)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소비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지출·거래에 대한 과세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윤지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부가가치세에서의 용역의 ‘공급’ - 대법원 2003. 11. 28. 선
고 2002두8534 판결 - ,조세법연구 제18집 제1권, 2012, pp. 259, 각주 46)참조, Mariken 
E. van Hilten, The Legal Character of VAT, SELECTED ISSUES IN EUROPEAN TAX 
LAW –The Leagal Character of VAT and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Jus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3도 유럽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소비(Consumption)인지 지출(Expenditure)인지에 관
하여 논란이 계속 중이라고 하고 있다.) 같은 소비에는 항상 같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지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일본 소비세의 경우 개인적 공급에서 통상 타인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저가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三宮 修, 消費
稅法基本通達逐條解說, 大藏財務協會, p.194, p.522), ‘사업상 증여’ 전체가 아닌 임원에 대
한 사업상 증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상품을 구매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만으로 상품을 구
매하는 경우에도 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高安 滿, マイレ―ジサ―ビスに代表さ
れるポイト制に係る稅務上の取扱い:法人稅·消費稅の取扱いを中心に, 稅務論叢 58号, 日本 稅



- 57 -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부가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가산법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일명 직접공제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총매출액에서 총매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금액을 산출
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한다.113) 소득세제(법인세, 
소득세)가 익금(총수입금액)에서 손금(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출하
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
계의 부가가치액(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금액(매출
액)에다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다 세율을 곱하
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114) 마지막으로 가산법은 각 
부가가치의 요소인 임금·지 ·이자·이윤 등을 합하여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하
는 방식이다.115)

가산법의 경우 우선 부가가치의 각 요소를 별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계산의 복잡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반면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직접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산정이므로 상

적으로 계산이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무상 적용이 어려운 가산
법보다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현실적인 입법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 중에서도 전단계세액공제
법을 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invoice)를 필수적인 요소

務大學校, 2008, pp. 47) 지출에 과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ECJ의 
경우 Mohr VS Commisioners,  29 February 1996, Case C-215/94, Staatssretais van 
Finacien Vs. Schul, 21 May 1985, Case 47/84 등의 판결에서 소비에 광범위하게 과세하
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평가된다(Mariken E. van Hilten, 위 논문, pp.4~pp.5). 우
리 부가가치세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113)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21
114)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22~P.23
115)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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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고 있고, 이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를 단위로 하여 작성된다. 즉 개별적인 거래별로 연쇄적으로 매입세액과 매
출세액이 일치하는 일련의 고리가 연속되어 사슬을 이루고, 이러한 사슬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
하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림1), (그림2)의 사안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계산한 것과 전단계거래
액공제법으로 계산한 것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 의한다면 할인쿠폰에 한 가로 지
급된 11원도 공급 가에서 차감되어 총 99원(=110원 – 11원)이 공급 가가 
되어 부가가치세액은 9원(=99원 x 10/110)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단
계세액공제법은 이와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 즉 거래의 연쇄
적인 사슬에 제3의 거래가 불쑥 개입하는 경우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최소
한 부가가치세의 이론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는 결론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
다.116)

2. 안과 그 한계

위와 같은 부당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우선 (그림3)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3)의 경우 할인쿠폰 회수

116)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문제는 쿠폰을 발행한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다. 앞의 Elida Gibbs Ltd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4 October 
1996, Case C-317/94 판결이 이에 관한 것이다. 반면 소매상의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의 문
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즉 이는 그림1, 2에서 소매상의 공급대가가 220인지, 아니면 할인
쿠폰을 포함한 231원인지의 문제이다. Yorkshire Co-operatives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16 Jannuary 2003, Case C-398/99 판결이 이에 관한 것이다. 따
라서 ECJ가 Elida Gibbs 판결에서는 할인쿠폰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Yorkshire 
Co-operatives 판결에서는 할인쿠폰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Elida Gibbs 판결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결론’이 Yorkshire Co-operatives 판결의 결론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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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상당을 생산자의 도매상에 한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매상이 부
당하게 1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위 거래에서 도매상은 현금
할인의 경우, 캐쉬백의 경우 어느 경우든 할인쿠폰의 발행, 사용, 회수와 관
련하여 연관된 것이 없다. 즉 도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할인쿠폰과 무관
하게 50원(=150원 – 100원)이고, 부담해야될 부가가치세액은 5원임이 분명
하다. 그러나 (그림3)처럼 할인쿠폰 회수액 상당을 생산자의 도매상에 한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봄으로써 생산자의 북가가치세액을 1원 줄여
줄 경우, 이에 따라 도매상의 매입세액이 1원만큼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부담
액은 1원 늘어나게 된다. 전단계매입세액공제법의 한계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더 지게 되는 생산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할인쿠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생산자의 거래 상 방에 불과한 도매상에게 부가가
치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림3)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림4)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는 생산자와 도매상 사이의 거래를 건드리지 않고 바로 생산자의 납부세액에
서 생산자의 지출분(할인쿠폰 회수액 상당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세액공제 
방식). 이 경우 도매상의 매입세액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3)과 같은 
문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에누리를 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일
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에누리를 공급가액에서 직접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림4)와 같은 방식은 현행 부가
가치세법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림3)
생산자 100+10VAT 도매상 150+15VAT 소매상 220⇦11

소비자
9 915 152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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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결국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는 할인쿠폰을 발행한 생
산자가 1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느냐, 아니면 (생산자의 거래 상 방
이었던) 도매상이 1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느냐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만약 둘 중에 한명이 희생해야한다면 할인쿠폰을 발급한 당사자
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 적으로 타당한 선택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1에
서 언급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한계를 그 로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3.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과 단점의 비교형량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할 수가 없지만, 과연 입법론으로도 위와 같은 결과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선택한 이유

위와 같은 문제를 인지할 경우 ‘이론적’으로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 더 우
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다음
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국경세 환급(재화 수출의 중립성)

생산자 100+10VAT 도매상 150+15VAT 소매상 220⇦11
소비자

9 1015 1522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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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개별 사업자별로 각 과세기간별 거래액을 당해 거
래액, 전단계 거래액을 각 산정하고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한 잔액을 당해 거
래의 부가가치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
치세액을 산정한다. 즉 한 사업자의 개별적인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 사
업자의 전체 사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산정한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세율(면세, 영세
율) 적용 및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른 국경세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나
라가 기존의 소비세제인 매상세117)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새로운 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수출을 장려하
기 위하여 국경세 환급을 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118) 그런데 개별적인 재
화·용역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의 거래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전단계거래액공
제법은 그러한 목적달성이 힘이 들 수가 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으로는 각 
재화·용역에 한 전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 이에 
비하여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며 이를 근간으
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보기 때문에, 개개 재화 또는 용역이 부담
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119) 즉 ‘거래의 개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국경세 환급을 위해서 거래의 개별화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세금계
산서(invoice)에 기초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이 필수적이고, 기술적으로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증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을 이
루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17)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10
118) 박정희 정권은 수출 촉진 도구로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

고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인터넷 신문 레디앙 기사 참조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3404) 

119)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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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행정의 비용절감(조세행정의 근간으로서의 부가가치세)

한편 우리 부가가치세에서의 세금계산서 제도는 단순히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는 법제도 자체의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제도이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 등 상품 거래에 한 내용들을 
표기하고 있는 것은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한 중요한 통제(control)의 수단
이다.120) 즉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
급하는 자로부터 공급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강한 유인을 가지는데,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강제 및 상호 사가 징세비용을 절감시킨다고 할 수 
있다.121)122) 물론 징세비용은 원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어차피 
이 부분 또한 국가가 세금으로 걷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 제도일 것이
다. 그런데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가 거래에 관한 증빙
을 남기고 이를 국가가 징취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국가가 모든 거래를 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 전체적으로는 적은 비용이 사용될 것이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977년 부가
가치세가 실행된 이후로 우리 조세 행정의 근간에는 세금계산서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부가가치세법상 제도가 아니라 조세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제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타당성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우리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단순
히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세금
120) Alan A. Tait, Value Added Tax –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 IMF, 

1988, pp.374
121) 오윤·전병욱, 납세자 편의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제도의 개선방

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2013. 4. pp.242
122)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많고 특히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제재는 과잉이라는 주

장들이 흔히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승식, 부가가치세법의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방
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회계연구 제37권,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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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일부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
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
한 그 틀 내에서 제도를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일 것이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을 택한다면 일부 이론적인 완결성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실현 가능성 여부가 의
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법이 가지고 있는 수출중립성 및 조세
징수비용의 감소라는 이론적 우수점을 상실하는 것도 큰 손실일 것이다.

III. 사례별 검토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1-1, 1-2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자.

1. 사례1-1

사례1-1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이동통신사 200+20VAT 리점  220⇦11
소비자 

국가
20 2021

이동통신사 리점
△ 보조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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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와 (그림1)과의 차이점은 할인쿠폰이 보조금으로 신된다는 점, 
보조금의 교부자인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 두 개가 아닌 한 개의 사업
자만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일뿐, (그림5)는 전형적인 현금할인 형이다(그림
1). 다만 두 개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자만이 개입됨으로서 약간의 변동은 있
다. (그림1)에서는 소매상이 생산자와 아무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쿠폰을 
제시하면서 쿠폰 상당액을 상환받지만, (그림5)에서는 리점이 보조금채권
을 소비자로부터 양수받은 주체이면서 그 보조금의 채무자인 이동통신사와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리점은 양수받은 보조금채권
(=11원; 자동채권)과 휴 폰단말기 금채무(=231원; 수동채권)를 상계한 
뒤 잔액인 220원(=231원 –11원)만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마치 위 거래에서는 보조금을 차감한 220원만이 이동통신사
의 리점에 한 공급 가인 것같은 착각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
나 위 상황도 (그림1)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
면, (그림3)의 문제점이 여기에도 그 로 적용될 것이다. 즉 위 거래에서 
리점은 220원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220원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바, 

리점 입장에서 휴 폰 단말기 판매는 이윤이 없는 노마진(No Margin) 거
래이다.1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점이 이동통신사 신에 1원의 세액부감
을 전가 받는다는 것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거래상 방이 아닌 리점이 아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사례1-2

사례1-2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사안도 (그림5)와 유사한 상황이고, 결국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바이어 쿠폰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픈마

123)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는 마진이 없이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
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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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과 판매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IV. 입법론

1. EU의 개정안 및 개정안의 문제점

EU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EU 부가가치세 개정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았다.124) (그림1)에서 소매상으로부터 생산자로의 할인
쿠폰 지급 및 그 가의 지급을 소매상으로부터 생산자로의 용역의 공급 거
래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생산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125)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현금할인 유형은 해결되지만 
캐쉬백 유형(그림2)의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매상의 공급가액이 할인쿠폰액을 차감한 나
머지-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어야
{(그림1)을 기준으로 231원이 아닌 220원} 소매상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왜
곡이 없게 된다. 그런데 할인쿠폰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그 가액을 상환받
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할인쿠폰을 가에서 누락시키는 것이 현행 부가
가치세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126)

2. 안의 모색

124)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system of value added tax, 
as regards the treatment of vouchers, COM(2012)206 (http://eur-lex.europa.eu/Lex
UriServ/LexUriServ.do?uri=COM:2012:0206:FIN:EN:PDF)

125) 위 개정안은 ISAB의 IFRS에 관한 토론문(IASB, Discussion Paper: Preliminary Views 
on Revenue Recognition in Contracts with Customer, 2008)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위 
토론문은 쿠폰의 발행을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뒤, 쿠폰의 회수시점에
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26) 물론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경우 소매상의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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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에 

하여는 매입세액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
나, 현행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도 손세액공제와 같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현행 부가가치세제
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2절 마일리지(사례2)에 관한 검토

사례2는 마일리지와 관련된 사안의 한 유형으로, 사례1과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셈이다. 즉 사례1이 제3자 사이에서 일어난 할인
을 당해 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고려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 상황으로서 거래
의 주체의 상이함이 문제된 경우라면, 사례2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
난 거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거래(제1거래)와 새로운 거래(제2거래)에 걸
쳐져 있는 할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거래 자체의 상이함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물론 사례2와 같은 상황 이외에도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
세법 상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2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마일리지에 관한 일반론을 검토한 뒤 사례2를 살펴보겠다. 

I. 마일리지의 개념 및 특성

1. 마일리지의 개념

마일리지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이 통용되는 개념이
지만, 마일리지의 개념을 엄밀히 정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략적으로 ‘소비
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조건부 권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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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27) 

다만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는바, 이에 반 하는 견해도 있으나,128) 권리도 재화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화에 해당된다고 보는 태도도 있다.129)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마일리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마일리지’라는 용어에 포섭되는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재화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2. 마일리지의 구체적 양태의 다양함

마일리지 중 가장 흔한 것으로는 OK캐쉬백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마일리지
는 적립이 가능하고 결제수단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될 수 있다.  사업자
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소비자가 OK캐쉬백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
를 취득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를 받고 위 마일리지를 팔 수 있
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유통이 가능하고, 현금환가성이 높으므로 재화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에 사례2의 마일리지는 같은 ‘마일리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격
이 판이하다. 물론 마일리지를 발급한 형마트의 입장에서는 마일리지가 채
무(조건부 채무)이므로 이 마일리지를 회수함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
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통 가능한 마일리지와는 분명
히 다르다. 오히려 이러한 마일리지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단순한 장래의 할인약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종래의 할인약정은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를 가분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형마트의 마일리지의 경우 이를 가분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수치

127) 강성모, 앞의 논문, p.172
128) 정규언·이준규·서정화,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

28권 제4호, 2011, p.127
129) 강성모, 앞의 논문,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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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놓은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
이고, 할인약정이라는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마일리지는 결국, 현금등가물과 단순한 할인약정의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띠며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마일리지에 한 논의는 위
와 같은 개별적인 마일리지의 특성- 즉, 마일리지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마일리지에 한 취급: 시행령 입법 전 후

그런데 문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마일리지에 관한 조항을 2010. 
2. 18. 신설하였는데130) 위 조항은 마일리지에 한 정의, 유형에 한 고려
가 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
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
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이다.131)132) 따라서 시행령 입법 후133)에는 위 시
행령 규정에 근거한 해석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시행령   입
법 후

가. 시행령의 해석

위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안이 

130)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4항
13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도 거의 동일하다.
132) 위 시행령 규정은 기존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비세제과-319, 2006. 3. 29.)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법령화시킨 것이다.
13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제22043호, 2010. 2. 18.) 제2조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

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 의하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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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다. 우선 위 규정을 제2거래에 관한 것, 즉 마일리지 사용 시점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제1거래, 즉 마일리지 적립 시점
에서 동 적립액을 제1거래의 공급가액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것
인지 여부는 여전히 해석론에 따르게 된다. 반면 위 규정을 제1거래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액을 제1거래의 매출에누리로 
보게 되고, 자동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2거래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것이다. 위 시행령 문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전자의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사용액을 제2거래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고, 다만 
마일리지 적립액을 제1거래에 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첫째, 적립시점에서 마일리지의 실제 사용액, 즉 마일리지로 인
하여 감소되는 공급 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둘째, 제1거래의 공급가액은 
마일리지로 인하여 차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는 점에서 마일리지 적립액
은 제1거래에 한 매출에누리가 될 수 없다.134) 결론적으로 시행령 입법 이
후에는, 마일리지의 적립과 지출 시점에서 모두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 
차감항목이 아니다.

나.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한편 위 시행령 규정을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서 위법·
무효인 규정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즉 모법에서 언급이 없는 부
분을 시행령에서 새로이 창설적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논외로 하고,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위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가정 하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135)

134)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도 동일한 결론이다.
135) 사견으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었음은 물론, 현행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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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시행령   입
법 전

가. 위 시행령 규정이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이 만약 기존의 법령하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고 한
다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이전에 관하여도 같은 해석론이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위 시행령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라는 주장136) 과 창설적 
규정이라는 주장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은 마일리지의 다양한 성
격을 무시하고 모두 일괄되게 하나의 조항으로 규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마일리지의 성격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고찰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즉 위 조항은 창설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
된다.

나. 사례2의 분석

사례2의 경우 1안(마일리지 적립액을 제1거래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차감

치세법 제29조 제12항도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유사하게 대통령으로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
도의 위임이라면 나머지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 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매출에누리
에 관한 조항(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이 규정들이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구체적
인 상황에서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한 조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포괄위임으로 위임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136)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은 2010. 2. 18. 신설되었지만,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에누리'와 관련된 규정은 계속 존재
하였던 점, 위 시행령이 없더라도 사업상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은 확인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 신설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
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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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2안(마일리지 사용액을 제2거래에 관한 과세표준에
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1안의 경우 공급시
기(제1거래 시점)에 결정된 공급가액을 사후의 사정(마일리지의 사용)에 의
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는 전형적으로 매출에누리로의 포섭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안의 경우는 다르다. 2안의 경우는 사전에 이미 확정된 공급가액
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결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사용한 마일리지를 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출에누리의 개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례2는 사례1의 경우와 다르다. 사례2에서는 단지 마
일리지가 부가가치세법 제3항 2문의 “ 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
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되는지, 특히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 타당한 결론 – 마일리지의 개별적 유형에 따른 취급

결국 이에 관한 타당한 결론은 각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개별 마일리지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일리지 중 유통성 및 고도의 
환가성을 지니어 거의 현금 등가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반 쪽 극단에 있는 경우 즉 마일리지가 단순한 할인약정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이는 거의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할인약
정을 조건부 권리137)로 파악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로서는, 마
일리지를 회수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면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138) 그러나 재화·용역의 공급 가라는 측면에서 마일리지의 소멸

137) 차기에 거래를 할 경우(조건) 일정한 액수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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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139)

라.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검토

만약 공급하는 자가 자신과 거래(제1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에게 다음과 같은 마일리지를 부여했다고 하자. 즉 마일리지의 행사자(일정
액의 할인을 요구하며 차기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자)는 그 마일리지를 적
립받은 당사자에 한정되고140), 마일리지의 피행사자(일정액의 할인을 요구받
으며 차기 거래를 해야만 하는 의무자)는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자에 한정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단순한 할인약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마일리지는 ‘금전
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141)

반면에 그 마일리지의 사용이 마일리지를 부여한 회사 외에도 그 계열회
사에 해서도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한 회사
와 그 마일리지를 일부 가로 받고 재화·용역을 공급해준 회사 사이에는 당
해 마일리지에 관한 사후 정산의 특약이 있을 것이다.142) 이러한 경우 당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마. 공급가액의 결정

138)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 마일리지를 일시에 소멸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자는 양(+)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139) 유사한 취지로 강성모, 앞의 논문, p.193
140) 즉 당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의 특약이다.
141) ECJ가 The Boots Company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7 March 

1990, Case C-126/88 판결에서 “EU 제6차 지침 제11조 A(3)(b)의 ‘할인과 보상금
(Discounts and rebates)’이라는 것은 판매자가 미래에 특정 상품을 살 때 할인해주기로 약
정한 상당액을 포함하는데, 이는 그 할인약정은 어떠한 것에 대한 ‘보수(Consideration)’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할인쿠폰은 가치(value)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142)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형사상 배임의 죄책 및 세법상 부당행
위계산부인 등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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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까? 이 경우 그 
가로 받은 마일리지는 금전 외의 가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금전 외의 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을 고려하기 이전의 가격이 공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143), 이는 
마일리지가 액면가액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
다.

143) 따라서 카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할인 받을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의 자동차판매의 
공급가액을 ‘정상판매가격 – 포인트사용에 따른 할인액 +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액’이라
고 본 부가46015-1660, 1998. 7. 28. 등의 행정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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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매출에누리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정
립 및 기타 관련 문제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법령, 판례 및 사례1, 2에 한 분석을 바탕으
로 매출에누리의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법령, 판례, 사례
의 해결에서 이미 매출에누리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타당한 결론의 도출이었고, 일반론적으
로 매출에누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에 한 답은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물론 매출에누리의 다양한 형태로 인하여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출에누리의 요건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과연 매출에누리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매출에누리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 후,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출에누리의 개념을 음미해보겠다.

제1절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기존의 의견 정리

I. 회계학계의 논의

회계학 문헌에서는 매출에누리는 ‘불량품이나 수량의 부족, 견품과의 차이
로 인하여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매출품의 에누리는 매출에누
리계정에서 처리한다.’고 하거나144) ‘매출한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 판
매자가 값을 깎아 주는 것’, 매출환입은 ‘매출한 상품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
어 값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45) 이러한 표현들은 민법상의 담보
144) 고성삼, 회계·세무용어사전, 법문출판사, 2006, p.487
145) 송상엽, 앞의 책은 매출에누리에 관한 부분은 별도 언급이 없고 p.4-6에서 매입에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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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민법 제569조 내지 제580조)을 물을 수 있는 상황146)에서 이에 따라 
금감액147)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할인을 하여주는 경우

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회계학 서적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
과 같이 추측해본다.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따른 금감액은 매출에서 차감항
목으로 주장되는 여러 상황148) 중에서도 (매출환입149)과 더불어) 가장 분명
하게 매출 차감항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담보책임의 
성격상, 공급시기(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결정된 공급가액(매매 금)이 아니
라 담보책임에 따른 금감액을 한 금액이 당해 물건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책임
에 의해 금감액이 가능한 상황 또는 계약이 일부 해제된 상황까지만 매출
에서 직접 차감하고 그보다 불명확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은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가 갖추어야 할 속성인 정보의 ‘목적적합
성’, ‘충실한 표현’150)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51)

대해서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매입과 매출을 바꾸어 설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용하였다.

146) 예를 들어 민법 제574조의 수량부족,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상황. 아래에서는 수량
부족 혹은 품질상 하자 등이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을 ‘담
보책임 상황’이라고 부르겠다.

147) 수량부족의 경우 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 파손·결함·견품과의 차이의 경우 민법 제
580조, 제575조 제1항

148) 위의 경우 이외에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상황인) 판매촉진을 위한 사전 현금할인, 
사후 현금환급 등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149) 민법상으로는 담보책임 혹은 채무불이행책임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말
한다고 볼 수 있다. 

15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요 중 3항에 의하면 ‘목적적합성’은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재무정보에 예
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고, ‘충실
한 표현’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
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
이다.’고 되어있다. 

151) 위와 같은 추론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바로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출에누리 개념도 
위와 같이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증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의 매출에누리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고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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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법학계의 논의

세법학계에서도 매출에누리에 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
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법문만을 소개하면서 매출에누리를 과세표
준 차감항목이라고만 기술하고 별다른 부연설명이 없는 문헌들이 있다.152)

매출에누리를 ‘회계학상의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규정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이치로 보아 당연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문헌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를 회계상의 매출에누리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153) 위 견해는 상품에 관한 부분적인 품질불량이 
밝혀진 경우를 매출에누리의 사례로 들고 있으면서154), 한편 구 부가가치세
법 제13조 제3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장려금’을 ‘회계학상 매출장려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
로 ‘기업회계상의 영업외비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하고 있
다.155)

한편 매출에누리 부분에서는 단순히 부가가시체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인용하면서156) 장려금 부분에서 ‘개별 거래나 그 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
의 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려금의 개념을 ‘판매한 상품의 수량·금액에 따라 
판매 정책상 거래상 방에 보금(步金), 장려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액’
이라고 설명하기는 견해도 있다. 위 견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장려금의 

152) 임승순, 앞의 책, p.967,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p.342, 한편 최명근·나성길, 앞의 책, 같
은 페이지는 구 재정경제부의 예규를 소개하면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153) 송쌍종, 부가가치세법론(2012년/제2판), 조세문화사, 2012, p.282
154) 송쌍종, 위의 책, p.282
155) 송쌍종, 위의 책, p.283
156)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2011년도판), 박영사, 2011, p.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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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개별 거래나 그 가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한 상품의 수량·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매출에누리를 ‘공급 가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자
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최종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감축되는 경우 그 감축액이 에누리에 해당하고, 공급자가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서상으로는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공급이 완
료되고 난 후에 어떤 사업적 동기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장려금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157)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을 소개하면서 ‘거래 상인 재화나 용
역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의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고, 반 로 매출할인 및 지연이자에 하여는 ‘공급 가의 지급방
식에 관한 것으로서 목적물 자체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견해도 있다.158)여기서 주목할 부
분은 ‘재화나 용역의 특성 자체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문구 및 ‘목적물 자
체의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부분이다.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표적 외국서적 중 하나159)는, 할인(discounts)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① 무조건적 할인, ② 즉각적 금 지급에 한 할인, 
③ 조건부 할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160) ① 무조건적 할인은 판매시에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invoice)에도 공급 가가 그 가
격으로 표기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할인일지는 몰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개념으로는 할인에 해당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 할인된 
가격 자체가 당사자가 공급 가로 합의한 것임이 분명하고, 할인 전 가격은 

157) 한만수, 앞의 논문. pp.140~pp.142
158) 오윤, 세법원론 2012년판, 한국학술정보, 2012
159) Alan A. Tait, 앞의 책
160) 위 책,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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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거래의 성사여부를 결정하고 공급 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61) ② 즉각적 금 지급에 한 할인은 우리 부가가
치세법의 매출할인에 해당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③ 조건부 할인인데, 조건부 할인에 관하여는 구매자의 
다른 행동을 조건으로 할인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차후에 더 
많은 양을 구입할 경우 단가를 할인해주는 약정을 들고 있다. 이 경우 세금
계산서(invoice)에는 할인 전 가격이 기재되고, 구매자가 나중에 조건 성취시 
차액을 수취하려면 별도로 판매자가 변표(Credit Note)를 발행하여야 한다
고 한다. 위 책은 ‘조건부(conditional)’라는 문구를 쓰면서 위 예만을 들고 
있을 뿐, ‘조건부’가 포섭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III. 판례들의 태도

앞에서 살펴본 여러 판례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 밖에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나 에누리액으
로 볼 수 없는 소극적인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①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고，②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일정액의 금원이라는 요건이 충족 되면，해당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
161) 한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은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상품의 

가격을 평상시 가격보다 올린 뒤 세일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을 사기죄에 해당된
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백화점 측은 가격표에 평상시 가격보다 올린 ‘가짜 가격’
을 표시하고 다시 할인율 및 할인 후 가격을 표시하였는데, ‘가짜 가격’이라는 것은 당해 거
래에서는 가격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불과할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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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162)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최
한 좁게 해석하는 견해이다.

다음으로 ① 당해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

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을 매출에누리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판례가 
있다.163) 위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판결에 비할 때 
당해 공급거래와 관련성 요건(①요건)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위 판단기준 중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
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판결도 있다.164) 위 판결은 그러한 공급조건의 사
전약정의 내용에 고나하여 “원고가 실시한 가격보상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
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 상의 제한(예컨 , 일정한 매출액
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
한이나 차등(예컨 ,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서
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판
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절 매출에누리 요건의 구체적인 검토

16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판결
163)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그 후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도 매출에누리에 관한 위 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164)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4404 판결, 최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 및 안경봉·신홍균,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국
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4집 제2권, 2011  및 안경봉·채승우, 단말기 가격할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조세학술논문집 제27집 제2호, 2011도 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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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전약정 여부과 매출에누리의 판단

1. 문제의 소재

기존의 과세 관행은 할인 약정이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사후에 있었는
지 여부를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 왔
다.165) 또한 오픈마켓 할인쿠폰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3구합12157 판결
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주된 이유도 전자의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사전 
할인약정을 인정하였고 후자의 판결은 사전의 명시적 할인약정이 부존재한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매출에누리에 관한 논의는 상당부분 ‘사전’ 
할인약정의 부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관한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사전’에 할인약정
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166)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한 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장려
금’은 ‘매출에누리’의 반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매출에누리의 경우 재화·용역
의 공급한 후가 아닌 공급시기 이전(최소한 그와 동시)에 그 원인행위가 존
재해야 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1977년 지침) 제11조 A. 3. (b)에서 과세표준 차감항목의 예로서 ‘공급시
기에 계상된 고객에 한 가격할인 혹은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165) 사전약정을 매출에누리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이 다수 있다. 서면법규과

-324(2013. 30. 21.), 부가가치세과-414(2011. 4. 19.), 부가46045-2445(1997. 10. 28.) 등 
참조.

166)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의 문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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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러한 해석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고 추측해 본다.

2. ‘사전’ 할인약정의 존재는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인지 
여부

그렇다면 과연 ‘사전’ 할인약정의 존재는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
건일까? 

법원은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 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67) 위 판결의 사안은 에누리액의 발생 시점은 공급시기 후이지만 그 
공급시기 전에 에누리에 한 사전약정이 있었던 사안이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설공사)을 마친 연도의 다음 해에 그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거나, 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 이를 다음해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168)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법원은, 원고(임 인)가 임차인과 부동산임 차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제3자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임차인과 임 료감액 합의를 한 사안에 관하여, “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
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16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16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건축업자가 1983년도에 용역의 공급(건물내
부시설공사)을 마치고 그 대가를 받아 매출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후 1984년도에 그 공사의 
하자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졌다 하여 이를 1984년도 매출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설사 그 
내부시설공사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그 소급효에 의해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따라서 매출자
체가 처음부터 없는 셈이라 하여도 이는 1983년도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등에 관
한 문제일 뿐 과세기간이 다른 1984년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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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
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169)

위 법원 판례 사안은 이른바 임 차계약에서 임 인의 임 차목적물 제
공의무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임
차계약 시점에서는 그러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시점에서 제3자의 유치권 행사라는 임 인 측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 로 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판례 사안은 계약의 해제 또는 채무불
이행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사
유170)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회계학 교과서에서 전형적인 
매출에누리의 예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 사유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하기가 힘들다. 결국 사후약정에 의한 공급가액의 조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매출에누리를 사전약정에 한정시킬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사전’ 약정의 존재는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으로서 무의미한 것인
가?

그렇다면 ‘사전’ 할인약정은 매출에누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의미한 기준
인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출에누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주되게 문제 삼고 있는 유형
인, 판매촉진을 위한 성격의 매출에누리이고, 다른 하나는 위 법원 
2013.0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사안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

169)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17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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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제3호의 사유의 경우처럼 민법상 채무불이행, 담보책임의 법리에 의하
여 계약의 해제, 금감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공급가액의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재화·용
역의 적정한 가를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사법상 법리(채
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하
여 공급하는 자가 공급 가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할인의 동기도, 
전자의 경우 민사법상 법리(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에 따른 ‘반강제적’인데 
비하여,171) 자신의 매출을 진작하기 위한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그러한 상황(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의 상황)의 존재가 확
실하다면 약정이 공급시기 이전, 이후에 이루어 졌는지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즉 판매촉진을 위한 경우는 다르다. 할인약정이 공급시
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할인약정을 계약체
결 과정 중 제시함으로서 판매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매
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계약의 주요한 조건들이 모두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굳이 추가할인을 해주어야할 유인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상 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강화를 도모한다거
나, 장래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순수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의 ‘장려금’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다.

4. 기타- 사전·사후 약정과 수정세금계산서와의 관계

171) 채무불이행 사유에 귀책이 있는 계약 당사자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에 의
하여 자신이 받을 대가를 조정(감액)한다고 하더라는, 이는 법률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 해
제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처리될 것을 ‘합의’에 의하여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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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전약정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172) 및 후발적 경정청구권과의 관
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173)와 매
출에누리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전약정의 경우만이 매출에누리이고 사후약정
의 경우는 수정세금게산서 발급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에누리 판단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체적인 판단 사항이고, 
이에 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는 절차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실체법적인 근거
가 없는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174) 사
전, 사후 약정을 불문하고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175)
하여 공급 가를 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고, 장려금이면 수정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존재를 이유로 매출에
누리를 사전 약정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5. 소결

요약하자면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의 상황에 따라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
에는 그 할인약정이 공급시기 전·후에 이루어 졌는지 관계없이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의 할인약정은 공급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매출에누리가 될 수 있지만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법 제28조 제6항의 장려금이라고 보아야 한다.176)

17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17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
174)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실체적인 권리가 있는 사유를 규정함

과 동시에(실체법적 권리) 거부처분이 처분성을 갖게 하는 판례법상의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에 해당된다는 점(절차법적 권리)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175) 이 경우 발행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176)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
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金額)은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취재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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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51848 판결은 매출에누리의 요건으로 ‘당해 공급거래
와의 관련성’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공급거래와의 관련성’은 무
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다지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구
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보면 상당히 모호한 문구이다.

1.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이 문제되는 상황

우선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은 “이 사건 보조
금은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
급거래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휴 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는 ‘당해 공급거래177)와의 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거래에 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항목이 매출에
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차감 항목이 당해 거래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지, 다른 거래와의 ‘관련성’ 때문에 그 차감 항목이 발생하
였다면 이는 당해 거래에 한 매출에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178)

이와 같이 할인쿠폰, 보조금, 마일리지 등 ‘할인을 받을 권리의 발생 원인’ 
혹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당해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당해 공급거래와의 관련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

177)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거래
178) 이준봉·정지선,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여부에 관한 연

구, 성균관법학 제25권 제3호,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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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 해당 여부’ 판단과 매출에누리 판단과의 관련성

결론부터 말하면 할인쿠폰, 보조금, 마일리지 등의 발생원인이 당해 거래
가 아닌 다른 거래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단
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급받는 자는 정상가액에서 할인액만큼 차감된 금액만을 공급 가로 지
불한다는 점은, 할인이 다른 거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할인
이 다른 거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할인이 순수하
게 당해 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진정한 무상할인일 것이지만, 이
에 비하여 할인이 다른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할인이 형식상으로
는 무상 할인이지만 실제로는 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는 점이다. 

ECJ의 Naturally Yours Cosmetics Ltd Vs Customs and Exercise, Case 
230/87 판결 사안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179) 소매상은 Naturally Yours 
Cosmetics로부터 미끼상품을 저가(정상가의 15%수준)에 공급받고 이 미끼
상품을 Naturally Yours Cosmetics의 고객풀 확보하는데 사용하였다. 위 사
안은 미끼상품의 할인의 이유가 고객풀 확보라는 별도 거래와 관련되어 있
다. 위 사안에서 ECJ는 그 할인액(정상가의 85% 상당액)은 소매상이 
Naturally Yours Cosmetics에게 제공한 용역(Naturally Yours Cosmetics의 
고객풀 확보)의 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이에 관한 가를 지급한 것
이기에 사실상 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셈이다.180)특히 우리 부가
가치세법은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을 자신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로 규정

179) 제2장 제2절 Ⅱ. 3. 나. 참조
180) 이 경우 Naturally Yours Cosmetics는 미끼상품의 15% 상당액을 부담하였지만, 그 대가

로 용역을 제공받았기에 위 지출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더라도 그 상당액만큼이 Naturally 
Yours Cosmetics의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제3장 제1절 Ⅱ. 1.의 문제(전단
계세액공제법와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계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는 발
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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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181) 결국 ‘할인’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된다.

반면 The Boots Company Vs. Commissioners of Customs & Exercise, 
27 March 1990, Case C-126/88 판결 사안을 보자.182) 이 사안에서 The 
Boots Company는 신발을 살 경우 쿠폰을 같이 배송해주는 바, 이 경우에도 
추후 신발 구매 거래에서의 가격할인은 그 원인이 최초 신발 구매 거래에 있
다. 그러나 이 경우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183) 
이 경우 할인쿠폰은 The Boots Company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이 아니고 가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할인을 해준 것이 맞고, 순
수한 매출에누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할인 쿠폰의 발생원인이 당해 거래인지 또는 다른 거래인지 여부보
다는 구매자가 그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유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다만 할인 쿠폰의 발생원인이 당해 거래 자체라면 그 할인쿠
폰은 ‘무상’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발생원인이 다른 거래라면 다른 거래의 성
질, 거래와 쿠폰의 발생 사이의 관련성, 쿠폰의 현재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
여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184)

III. 필수적, 평등적 할인이어야만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4404 판결은 “가격보상의 실시 또
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와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 상의 제한(예컨 ,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예컨 , 일정한 매출
181) 법 제29조 제3항 제2호
182) 제2장 제2절 Ⅲ. 3. 가. 참조
183) 제3장 제2절 Ⅱ. 2. 라. 참조
184) 위 제3장 제1절 Ⅰ.3.에서 ‘순수하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한다’는 것의 의미도 

대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먼저 거친 뒤에 가능한 것이다. 순수하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가격할인을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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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매출에누리의 요건으로 판단하
였다. 동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제시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는 앞에
서 검토한 할인 약정 시기가 공급시기의 사전·사후 언제인가라는 문제와 맞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즉 비록 사전에 약정하였더라도 가격할인의 실시가 
임의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사후 약정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따
라서 위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없이 사전약정 요건에서 함께 검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 상의 제한 또는 적
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매출액·판매
수량에 따른 제한·차등이 있는 가격할인이라고 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판매촉진 목적의 매출에누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그 
성격상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매출액·판매수량에 따른 제한·차등이 있
다고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본다면, 판매촉진 목적의 매출에누리는 인정되기 
힘들고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의 상황에 따른 매출에누리만이 인정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부가가치세 기본이론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
치세법의 매출에누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요건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무조건적, 평등적 할인이어야 한다는 위 고등법원 판례의 요건
은, 매출에누리의 요건으로서 적절하지 않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없는 요건이 
아닐까 한다.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과 매출에누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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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당사자의 거래형식 로 매출
에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출에누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
칙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견해도 있다.185) 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거래의 형식, 법률관계를 따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중 법적 실질
설에 따른 것이고 당사자의 거래 형식과 다르게 별도 경제적 관점에 따라 분
석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설에 의한 것이데, 부가가치세가 거래
의 외형에 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이고,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에 한 부가
가치세법상 취급이 이러한 거래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관계를 규정하라는 취지라고 한다.186) 즉 
부가가치세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
세의 특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정의 조항과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의를 의제조
항(특정 거래를 다른 거래로 보거나 없었던 거래를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라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언187)에 어긋난다는 것이다.188)

II.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매출에누리의 해석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매출에누리의 해석론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옳지 않다. 위 주장이 예로 들고 있는 사례를 살펴
185) 전병욱, 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2권 제3호, p. 8 ~ 

p.17
186) 전병욱, 앞의 논문, p.15
187)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88) 전병욱, 앞의 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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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심일46830-641, 2003. 9. 8.).189) 공급자 A가 파이프로 공급한 고압
증기를 수급자 B가 사용하면 저압증기와 물이 남게 되는데 B가 이 저압증기
와 물을 파이프로 A에게 반환해야 하는 거래에서 당초 A와 B는 고압증기단
가와 저압증기단가의 차액을 공급된 고압증기의 총량에 곱한 금액을 A의 B
에 한 고압증기 공급가액으로 약정했다가(순액주의), 수년 후에 A는 B에
게 고압증기의 공급가액을 수령하고 B는 A로부터 저압증기의 공급가액을 수
령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총액주의). 이상의 사례에 관하여 국세청장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순액주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던 거래당
사자들이 계약을 변경하여 총액주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하더라
도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안에서 B가 A로부터 공급받은 고압증기를 자신의 시설·장비·자산 및 
노동력을 동원하여 저압증기로 변환하였다면, 위 변환이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수
적으로 얻은 것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창출한 
재화인 저압증기를 타 사업자인 A에게 공급하였다면 위 거래는 두 개의 거
래가 사실상 결합된 것이다. 물론 사인인 A, B 사이의 거래 형식은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약정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구성할 것인지도 거
래당사자인 A, B가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하
나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는 복수의 것일 수가 있
다. 이는 위와 같이 구별이 모호한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4개의 별개의 재화(각 토지, 건물, 재고자산, 기
계장치)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재화의 공급시기도 전혀 다른 
경우를 생각해면 명확하다. 이 경우 계약은 1개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4개임이 분명하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민사상의 계약 또는 법

189) 전병욱, 앞의 논문, p.15, 각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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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의 원인이 각각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앞의 예처럼 
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의 공급을 구성하는 경우는 물론, 반 로 여러 개의 
계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공급을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90)

이러한 결론은 논리적으로 너무도 당연한 것인 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최초 설계된 세제이고 우리 부가
가치세법도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초안을 잡아준 법인바,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개념들이 민사상의 응 개념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
를 들었듯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민법상 물건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191) 
용역은 민법상 급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아예 민법상 정확한 응 개념
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민법상 계약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앞의 행정심판례인 심일46830-641, 2003. 9. 8.은 이와 같
은 점을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약변경 후의 총액주의 계약은 물론 
변경 전의 순액주의 계약하에서도 거래는 두 가지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가 약정한 거래의 형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분석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당사자가 약정한 거래 형식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한 개념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거래를 분석하는 것은 실질과
세의 원칙까지 나아갈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재화가 A에서 B를 거쳐 C에게로 넘어간 사안에서 거래당사자는 
B가 A를 리하여 매매한 것이라 보고 위탁매매에 한 수수료만을 과세표
190) 예를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정책적인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여러 개의 계약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구성할 수 있다(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의 계약에 여러 개의 약정서가 존
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단일한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
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에 관한 논의가 민사상으로는 실익이 전혀 없다).

191) 예를 들어 게임아이템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본 대법원 2012. 4.13. 선고 2011두30281 
판결, 위 판결의 1심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영진,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
치를 지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판례에 대한 평석, 조세법판례연구, 세경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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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관하여 A, B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해석
해보면 A에서 B를 거쳐 C로 순차 매도된 것이므로 총액으로 매입과 매출에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반한 데에 한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92) 즉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실제 내용
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당사자가 위탁매매 혹은 매매중개업으로 파악하였는
지, 아니면 본인이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파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 
및 그에 한 올바른 법률해석에 근거하여 민사 법리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
이지, 당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인식·규정하였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개념을 실질과세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제한하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5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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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매출에누리의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들을 위주로 매
출에누리의 개념 및 요건을 고찰하였다. 실무상 어려움이 생기는 사례들의 
공통점은 할인약정이 2개 이상의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한 유형 중 마일리지와 관련된 경우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를 
지녀 이를 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된 거래가 2개 이상이라는 점 자체는 크게 고려할 필요
가 없으나, 그 다수 거래의 내용, 성격,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당해 마일
리지의 가로서의 성격을 판단 가능할 것이다. 다만 마일리지와 관련된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신설 이후의 마일리지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거래이다. 할인쿠폰의 발행자와 할인쿠폰
의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거래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현행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할인쿠폰 발급자가 할인쿠폰 상당액을 순(純)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매입세액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그런데 제3자가 개입되어 있거나, 다른 거래가 개입된 매출에누리를 판단
함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그 상황이 공급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급하는 자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더라도, 이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가(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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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급가액이 할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
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에누리는 다양한 형태로 실제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형태를 포섭하는 일반론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적한 부분 - 일반적으로 혼동하고 논의가 전
개되고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사안을 분석한다면, 매출에누리의 개
념에 맞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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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Sales Allowances of VAT system

Park, Kuk Ji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uncertain whether or not the various types of discounts found in 
one’s daily life can be considered a part of the sales allowance in VAT. 
No clear definition or standards have been set in regards to this sales 
allowance. Therefore in that limited situation, it is hard to distinguish if 
the sales allowance can be deducted from the tax base or if it would be 
considered a subsidy included to the tax base. The typical examples of 
cases are cellular phone deposits, vouchers in Open-Market, and mileage 
in discount stores.

The provision about the definition of sales allowance in VAT in article 
29. 5, which is the sole provision about sales allowance, states that 
‘The amount of discount made directly on the normal price of goods or 
services according to their quality, quantity, conditions of delivery, 
methods of making payments for supply, and other conditions of supply, 
at the time of their supply’ should not be included. Bu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ales allowance on concrete cases with this provision 
alone. The concept of sales allowance originates from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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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In business accounting, some items related to the sale are 
not treated as a separate expense but deducted directly from the 
revenue. In business accounting, whether the sales allowance should be 
deducted from the sales revenue or be treated as a separate item 
(subsidy) in VAT is very important because although it does not affect 
the net income, this determine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 
payable. Therefore, even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does not 
give us specific details on the regulations regarding sales allowance. 

This situation is similar in foreign VAT codes. There is no way of 
determining the precise provisions of sales allowance in the EU VAT 
Directive,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or the US VAT legislation bill. 
There have been various judgments in Korean domestic case laws to 
determine the sales allowance, but have also suggested no specific 
criteria for it. There are a few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rom 
the ECJ case.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although payment for 
services or goods is not received in cash, even though there is a price 
discount, if there is a proper reward (e.g. another service), then there’s 
no sales allowance.

This logic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case of cellular phone 
subsidies and the Open-Market voucher case. A decision needs to be 
made on whether or not the subsidies and vouchers are valuable in the 
view point of the issuer of vouchers before subsidies and vouchers can 
be considered for sales allowance. In these cases, subsidies and 
vouchers have value, so it is not considered a sales allow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ileage programs, we must consider various 
tpes of mileages to decide if there is to be a sales allowanc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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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the subsidy and the voucher is not get recognized as 
revenue for the sales allowance, items that are to be deducted from the 
account method will not be deducted from the invoice method. However, 
because the invoice method is based off of the tax invoice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VAT, the conclusion may be unfair but also 
unavoidable. 

There is no need for a pre-agreement before the time of supply for 
other sales allowances.  The requirement for proper association between 
the discount and transaction is extremely ambiguous and cannot be used 
to determine the sales allowance. On the other hand, in the principles of 
actual taxation which states that the parties must acknowledge the sales 
allowance, the fact that a decision on the amount of supply needs to be 
made before determining the sales allowance is overlooked.

It is very hard to get a clear and unified definition of the concepts 
and conditions of sales allowance. The judgments of the ECJ as well as 
others who share the same logic that the sales allowance should be 
based upon the actual cash amount the parties received is proved wrong 
by this study.

Keywords: sales allowance, subsidy, mileage, VAT turnover, 
           VAT tax base, vou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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