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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면  세

● 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

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액

6. 교육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

船舶) 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한다.

8. 도서(도서 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한 법률

｣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 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가격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

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융·보험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의2.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리주체 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 용역 (2011. 12. 31 신설)

13. 토지

14. 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 (人的) 

용역

15. 술창작품, 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 , 과학 , 박물 , 미술 , 동물원 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공 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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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 하는 재화 는 용역으로서 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無償)으로 공 하는 재화 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잡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는 문

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이민 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면제되거나 ｢ 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 품, 별송(別 ) 물품  우송(郵 )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거나 해

당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고용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시회, 품평회, 화제 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국제법규 는 국제 습에 따라 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감면되는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감면되는 것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다만, 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은 면세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으로서 제11

조에 따라 세율 용의 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제14호  제17호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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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는 용역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Ⅰ. 부가가치세 면제(면세)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를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하는 일반소비세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궁극 으로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그러나 사회․문화목 이나 공익목

  조세정책목 상 는 재화와 용역의 자체 성격상 특정재화나 용역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세제도라고 한

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효과는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최종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만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받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사용 소비하는 최종소비자

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한 것이므로 면세 상은 주로 일반국

민들의 기  생활에 필수 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문화 련 재

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재화 등에 국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

기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등에 하여도 면세하고 있다.

1. 면세하는 재화·용역 공급

1) 생활필수재화와 용역

(1) 미가공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포함) (법 §12①⑴)

  본 호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1차 산업 생

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 혹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

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재화에 해 모든 공 단계에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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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호에 의거 면세되는 요건으로서는 당해 재화가 ⅰ) 농

‧축‧수‧임산물 등의 1차 산업 생산물이어야 하며 ⅱ)  가공되지 않은 원생

산물 혹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단계만을 

거쳐야 하며 ⅲ) 식용에 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가공식료품은 본 조 제2항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도 면세되고 

있다. 면세요건의 각각을 분설한다.

①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일 것

제1차 산업 생산물인 미가공식료품

  면세되는 재화는 기본 으로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농‧축‧수‧임

산물의 1차 가공시 필수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다음의 시행령 제28조에

서 구체 으로 열거하고 있는 범 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

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

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  류

2. 서  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  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 {｢식품 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 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재제(再製)소 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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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8. 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 으

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는 코 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2008. 2. 29 개정)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어떤 재화가 상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 에 해당하는지

의 단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별표 １)에 따라야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혹은 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 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생산물 및 1차 가공물품

성질불변의 원생산물

  면세되기 하여서는 기본 으로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로서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이거나 혹은 단순히 1차 가공단계만을 거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1차 가공단계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

든지 혹은 1차 가공단계 이후의 가공단계를 거친 물품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원생산물이란 산지에서 경작되어 자연상태 그 로 있는 것은 물론 

단순히 운반가능한 상태로 하기 하여 작 를 가한 것을 포함한다.



제12조 면  세

243

성질불변의 1차 단순가공물품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1차 가공단계라 함은 

상기 게기한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탈곡, 정미, 정맥, 제

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단순가공단계를 

거친 물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세의 범

에 포함시킨다.

  단순가공식료품(김치․두부 등)을 단순히 운반편의를 해 일시 으로 포장

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 으

로 발생하는 부산물( 겨, 기울 등),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배합하는 경

우 등도 미가공식료품의 범 에 포함하여 면세한다.

  따라서 어떤 원생산물이 이러한 단순 1차 가공단계들을 여러 차례 거쳐 외

상으로는 원생산물과 달라졌다 하여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다면 면

세된다고 본다.

  한편 1차 가공단계만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공단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생산물이 혼합되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1차 가공단계의 판단기준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인지의 여부를 획일 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

우며 조세정책 인 차원에 의거 면세여부가 기본통칙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공

시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 등을 면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 으로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용도면에서 원생산물과 큰 변화가 없는 정도로서 원생산물과 같은 정도의 

식용의 용도로 공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당해 가공단계에서 재화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정도의 부가가치

만 창출되어 가공후의 가격상승이 큰지의 여부

◎생산자의 기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로 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지

에서의 가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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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1차 가공단계의 예시

  어류의 냉동처리와 축산물의 도살․해체 등의 가공단계는 원생산물의 본래

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은 1차 가공단계로 보아 면세로 본다(통칙 12-28-1, 

12-28-2).

단순 1차 가공단계 이상의 가공단계예시

  단순한 1차 가공단계를 지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가공행 로는 맛내기, 열가하기,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숙성․발효, 

특정요소만 뽑기  최종소비자에게 매할 수 있는 상태로 소비거래단 포장

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공단계를 거친 재화는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해 있으며 한 이러한 

가공행 를 하는 자는 거래사업규모나 기장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

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납세의무자로서의 충분한 정도의 지 에 오른 것으로 

보아 면세하지 않는다.

포장단계의 면세여부

  물품의 포장행 는 단순히 운반의 편리를 한 것이면 면세되는 1차 가공단

계로 보며, 최종소비자에게 직  공 할 수 있는 상태로 소비거래단 로 포장

하는 행 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나 그러한 소비거래단

포장단계를 거침으로써 그 가치가 크게 증가하 다고 보아 과세된다(통칙 

12-28-3).

③ 식용에 공할 것

식용에 공하는 자연적 가능성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하는데, 식용에 공한다는 

의미는 실 으로 식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당해 재화의 성

질상 자연상태에서 일반 으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단

된다.

  로 상용 새, 붕어  경주용 말 등은 실 으로는 식용에 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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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나 그 성질상으로는 식용에 공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면세에 해당한

다. 즉, 사회통념상으로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이나 그 재화 자체의 성질상 

인간이 생리학 으로 먹을 수 있고 먹었을 때 기타 식용재화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본다.

(2)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국내생산 비식용 1차 산업생산물

  면세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축산물․수산

물․임산물 등의 당해 원생산물 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

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한하는 것으로 다음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앞에서 해설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산물인

지 외국생산물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되나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

은 당해 재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에 한하여 면세한다.

  따라서 면세되기 하여는 당해 재화가 ⅰ)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하고, ⅱ)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원시가공단계만을 거쳐야 

하고 ⅲ)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ⅳ)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 ⅴ) 원시가

공과정에서 필수 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5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야 한다.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본 법에서는 농‧축‧수‧임산물의 개념에 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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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표 산업분류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농산물은 작물생산업에 의한 생산

물을, 축산물은 축산업  수렵업에 의한 생산물을, 수산물은 어업에 의한 생

산물을, 임산물은 임업  벌목업에 의한 생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질과 성상불변인 원생산물·원시가공생산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의 범 는 앞에 설

명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기 한 조건인 단순 1차 가공의 개념보다 좁

은데 성질이 불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상도 불변이어야 면세되므로 형태

나 상태 등의 외 인 면에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원시가공의 판단사례

  원생산물면세의 기본취지에 의거 원생산자의 가공으로서 부가가치의 창출이 

은 가공이나 본래의 용도  특성 등을 기 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단순 

건조하기, 껍질 벗기기, 자르기, 벌목, 소 에 이기 등은 원시가공의 정도라

고 볼 수 있으나 분쇄하기, 가루로 빻기, 공 하여 모양 만들기 등은 과세되는 

가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일 것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여 면세하므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하

여는 면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일정기간의 생육기간에 걸쳐 성장시킨 뒤에 매하는 경우에는 우리나

라 생산물로 보아 면세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의 생육을 목 으로 하지 않고 

일시 인 보 기간 후에 매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생산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3) 수돗물 (법 §12①⑵)

수돗물과 수도사업용 원수

  본 호에서는 수돗물을 면세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돗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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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 에 의하여 공 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

사업자에게 직  공 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을 의미한다(통칙 12-0-1).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급의 면세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공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 하는 수돗물에 하여도 면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를 들어 산간벽지 혹은 도서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도사업이 

없어서 주민이 자치 으로 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상 인가된 수도사

업자가 아니라 하여도 과세하지 않고 기 생활품인 수돗물을 공 하는 것으로

서 상수도시설에서 도 을 통해 공 된다면 면세된다.

선박급수업의 과세

  그러나 수도법상의 수도업자가 아닌 선박 수업자가 선박 등에 물을 공 하

는 것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통칙 12-0-2).

(4) 연탄과 무연탄 (법 §12①⑶)

  하향식 연속 화연탄  조개탄은 면세되나, 유연탄, 착화탄, 갈탄, 불쏘시

개, 목탄, 인조놋, 인조장작, 톱밥, 왕겨, 왕겨탄, 토탄 등은 과세된다.

(5) 대중수송 여객운송용역 (법 §12①⑺)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운송용역만 면세됨

  본 호에서는 여객운송용역에 하여 면세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1조에 규정

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는 고속철도

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해서는 면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내버스, 시외버

스, 철도, 지하철, 철  일반여객선 등과 같이 통상 인 교통수단으로

서의 여객운송용역만에 한하여 면세한다.

  한 여객운송용역업은 일반 으로 계 청의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

는 것이나 본 호에서는 사업 인․허가의 유․무에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

므로, 실제 여객운송용역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면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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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의 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 세버스․택시․특수자동

차․특종선박 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10. 2. 18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

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세버스운송사업 (96. 12. 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 여사업 (96. 12. 31 개정)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

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2008. 2. 29 개정)

   가. 수 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관광·유흥목적의 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음

  본 호의 취지가 교통수단용역에 하여 면세한다는 에 비춰 볼 때 

․유흥 등의 목 으로 이용되는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통칙 

12-31-2).

  그러나 운송 책상 불가피하게 세 버스 등을 일시 으로 일반정기

노선에 투입운행하고 요 을 렴하게 받는다면 면세된다(통칙 12-31-1).

기타의 여객운송관련 수탁용역의 과세

  여객운송사업자를 한 버스표의 수탁 매업은 여객운송용역의 필수  부수

용역은 아니므로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수탁

매수수료는 과세된다(통칙 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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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되는 여객운송용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처분도 면세용역범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면세된다.

면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운데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차량의 ․양화와 여객의 승․하선이 선수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동차운송

겸용여객선인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6)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법 §12①⑿)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본 호에서는 다음의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 이 주택의 연면 과 건물이 정착된 

면 의 5배 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   넓은 면 을 한도로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때 상기 기 토지면 을 과하는 토지의 임 는 면

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임 용역이 면세되기 하여는 ⅰ) 당해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ⅱ)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

의 5배(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까지만 면세되며 그 이상

의 부분은 과세된다.

  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는 상시주거용

(사업을 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   넓은 면 을 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 를 말하며, 이를 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 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주택의 연면 (지하층의 면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 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 에 5배(｢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

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 (2006.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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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 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

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의 범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 보다 큰 때에는 그 부를 주택의 임

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 의 범 는 제1항과 같다.

(80. 12. 31 개정)

2.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 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 은 총토지면 에 주택부분의 면 이 총건물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 는 제1항과 같다. (80. 12. 31 개정)

① 면세요건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사용하는 건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면세의 요건으로 하는바, 여기서 상시 주

거용이란 공부상의 지목이나 용도에 계없이 기본 인 용도․목 상 일상주

거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나 거소가 되는데 합한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사업자가 사업용(여 )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주택의 임 용역으로 본다. 한 사업

자가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임 하거나 혹은 제3의 사업자에게 사택용으로 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임 하는 것으로 보나, 별장․주말농장주택 등의 용

도로 임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지가 아니고 일시 인 휴양 등의 용도로 

쓰이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건축법상의 건물개념

  건물이란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건축법 제2

조제2호의 규정에서와 같이 토지에 정착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공작물 

 그 부 시설을 의미한다.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혹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 토지

  면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 이 주택의 연면 과 건물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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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면 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   넓은 면 을 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하여는 면세하나, 과하는 

토지가 있으면 당해 과하는 부분토지만의 임 는 과세한다. 이 경우 주택의 

지번과 토지의 지번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번이 동일하더라도 주택

과는 분리되어 있거나 달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부수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면 이라 함은 건물이 평면 으로 당해 토지에서 차

지하는 부분, 즉 건물의 바닥면 을 의미하는 것이지 건물의 연건평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비과세토지 등은 과세대상 아님

  본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단서 규정에서는 ․답․과수원․목장용

지․임야 는 염  등의 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원래부터 용역의 공 으

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상에서 제외되는 ․답․과수원․목장용지․임

야 는 염  등이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

한 비과세 상 부수토지의 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율밖에 있으므로 본 

호에 따른 면세 혹은 과세를 따질 필요가 없이 애 부터 비과세된다. 그러나 

부수토지의 면 계산시는 이러한 비과세토지도 포함한다.

② 사업용 건물과 병존하는 임대주택의 면세범위

주택부분면적 > 사업용 건물부분면적인 경우

  면세되는 임 주택과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

택부분건물의 연면 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연면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용도의 

요성  주택임 사업의 장려라는 측면에서 임 되는 건물 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면세한다. 그러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면세되는 토지부분은 면

세되는 주택이 정착된 바닥면 만의 5배 혹은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이

다. 즉, 주택부분건물  사업용건물부분 체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과

는 달리,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순수한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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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만 면세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되는 사업용 건물부분의 부수되는 토지의 

임 에 하여까지 면세하지는 않고 과세한다.

주택부분면적 ≦사업용 건물부분면적인 경우

  주택부분건물의 연면 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연면 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의 임 용역만이 면세되며, 사업용 건물의 임 용역부분은 과세된다. 

이 경우 면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 는 총 토지면 에 임 주택부분의 

건물연면 이 총건물연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면

세되는 범 는 주택부분이 정착된 바닥면 의 5배 혹은 10배를 과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택부수토지]

      
＝총 토지면 ×

주택부분 건물연면

주택부분 건물연면 ＋사업용 건물부분연면

                                               (단, 주택정착면 ×5 혹은 10)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복수임대시 면세간주범위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다수 임차인에게 임 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임

용역으로서의 면세여부를 단한다. 즉, 체를 포 하여 면세여부를 단하

는 것은 아니다(통칙 12-34-1).

복수임대시의 면세계산사례

  건물임 인이 다음과 같이 2인에게 임 한 경우

임 차 인 주   택 상   가

갑  40평  30평

을  60평  70평

합  계 100평 100평

  ⅰ) 임차인 갑에 한 임 에 있어 주택의 부분이 상가의 부분보다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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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 한 임 건물 체를 주택의 임 로 보아 면세하며, ⅱ) 임차인 을에 

한 임 에 있어 주택의 부분이 상가의 부분보다 작으므로 을에 한 주택임

부분은 면세하지만 상가임 부분에 하여는 과세한다.

④ 면세임대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부수

  사업용 건물과 임 주택이 함께 설치된 경우의 과세  면세에 하여 다음

의 사례로서 분석한다.

【사례】

  이하의 사례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축물로 보아 부수토지의 기 을 건물정착면

의 10배 이내까지로 한다.

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정착면 의 10배 이내인 경우(주택 30평, 토지 

200평)

주    택

30평

토지 200평

⇨토지의 면  200평이 주택이 정착된 면

(30평)의 10배 이내이므로 주택  토

지 체가 면세된다.

ⅱ)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주택정착면 의 10배를 과하는 경우(주택 30평, 토지 

400평)

주택
30평

토지 300평

토지

(100평)

⇨주택이 정착된 면 (30평)의 10배 이내

인 토지 300평은 면세되나 이를 과하

는 100평의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ⅲ)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 건물면 보다 큰 경우로서 동일인에게 임 한 경우

주  택

30평

토지 200평

포

20평

⇨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30평)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 (20평)보다 크므로 체

를 주택의 임 로 보아 면세되며

⇨토지도 주택이 정착된 면 (30평)의 10

배 이내이므로 면세된다.



제 3 장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254

ⅳ)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건물면 보다 크고 임 자가 2인인 경우

A가 임차

주  택

토지 (160평)

포

(10평)

포

(10평)

B가
임차

토지
(40평)

30평

⇨A의 경우：건물은 주택부분이 사업

용부분보다 크므로 체가 면세되며, 

토지도 주택이 정착된 면 (30평)의 

10배 이내이므로 면세된다.

⇨B의 경우：사업용건물의 임 이므로 

건물  토지 체에 하여 과세된

다.

ⅴ)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건물면 보다 크고 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면 의 10배를 

과하는 경우

주  택

30평

토지 (300평)
토지

(100평)

포

20평

⇨건물은 주택부분이 크므로 면세되나 토

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 (건평과 동일

하다고 가정)의 10배인 300평은 면세되

나 과하는 100평은 과세된다.

ⅵ) 사례 ⅴ)의 경우에 주택이 정착된 면 이 다른 경우

주  택

2층

1층

(15평)

(15평)

포

(20평)

토지
(150평) 토지 (250평)

⇨건물은 주택부분이 1층, 2층 합계 30평

으로 사업용건물부분(20평)보다 크므로 

체가 면세되나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 (15평)의 10배인 150평은 면세되나 

과하는 250평은 과세된다.

ⅶ)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건물면 보다 작은 경우

20평

포

(30평)

토지 (60평)
토지

(40평)

⇨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건평기 )이 사

업용 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 20평

은 면세되나 포 30평은 과세된다.

⇨토지는 주택부분 는 포부분의 면

이 총건물면 (건평기 )에 차지하는 비

율로 계산하여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40

평은 면세, 포부분 60평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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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사례 ⅶ)의 경우처럼 사업용건물면 이 큰 경우

토지

(100평)

토지

(200평)

3층주택(50평)

2층주택(50평)

1층주택(50평)

⇨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이 사업용부분

보다 작으므로 포부분 100평은 과세

가 되나

⇨토지는 건평비율로 계산하여 주택에 부

수되는 100평은 면세되나 포부분 200

평은 과세된다.

ⅸ)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사업용건물을 함께 임차하는 경우

   건평 175평

   부수되는 토지 총 1,570평

⇨A의 경우：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20평)이 포부분(15평)보다 크므로 체가 면세

되며 토지도 주택의 정착된 면 (20평)의 10배 이내이므로 체가 면세된다.

⇨B의 경우：건물은 주택부분(15평)과 포부분(15평)이 같으므로 포부분에 하여는 

과세되며, 토지도 주택에 부수되는 부분(30평)에 하여는 면세되나 포에 부수되는 

부분(30평)에 하여는 과세된다.

⇨C의 경우：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이 포면 보다 크므로 체가 면세되나 토지의 

면 이 주택이 정착된 면 (30평)의 10배를 과하므로 과분 토지 200평은 과세된다.

⇨D의 경우：사업용건물만 임 하 으므로 체가 과세된다.

⇨E의 경우：건물은 주택부분의 면 이 포부분의 면 보다 작으므로 포부분(40평)

에 하여는 과세되며 토지도 주택부분의 면 (10평)의 10배인 100평은 면세되나 

과분토지 600평에 하여는 과세된다.

⇨ F의 경우：토지만 임차하 으므로 체가 과세된다.

A B C D E

주택

(20평)

포

(15평)

주택

(15평)

포

(15평)

주택

(30평)

포

(10평)

포

(20평)

주택

(10평)

포

(40평)

토지

(60평)

토지

(30평)

토지

(30평)

토지

(500평)

토지

(200평)

토지

(100평)

토지

(400평)

토지

(50평)

A B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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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상가 아 트를 임 한 경우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A B C D E F G H

⇨A 포와 401호 아 트를 동일인에게 동일한 임 차계약에 의거 임 한 경우에도 

401호 아 트는 주택으로 면세되나 A 포는 과세된다.

  이 경우 임 계약이 별도로 작성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

세표 을 계산하게 되나, 함께 계약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 료 등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면세 공급가액의 계산

면세·과세부분 시가표준으로 공급가액구분

  주택임 용역 등에 한 면세  과세의 범 가 결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공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임 차 계약에서 면세되는 부분의 공 가액과 

과세되는 부분의 공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의 평수  시가표 액 등

을 기 으로 하여 공 가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의 별도지급

  임 료  보증 ․ 세 에 한 간주임 료가 임 용역 가의 형 인 

형태인데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 통상 인 월임 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 한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는 

총 용역 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별도로 구분하여 지 하지 않은 경우에

는 동 간주임 료에 한 부가가치세 지 액은 총 용역 가에 포함되어 다시 

면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하여야 한다(통칙 12-34-2).

건물관리용역은 과세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용역을 공 하는 사업자가 동 임 주택을 

상가 포－과세

2～5층 아 트

(주택)－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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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리용역은 면제되는 주택임 용역과

는 별개의 용역을 공 하는 것으로 보아 리용역 가에 하여는 과세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 을 별도로 구

분․징수하여 납입을 행하면 당해 구분징수납입 행 액은 리용역의 

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출산장려  보육경비 감을 지원하기 하여 ｢주택법｣에 따른 리규약에 

따라 리주체 는 입주자 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어린이집

의 임 용역에 하여도 면세하도록 신설되었다. 다만, 리규약에 따른 리

주체 는 입주자 표회의가 아닌 자가 어리이집의 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과세 상이다.

2) 후생·복지·공중·공익재화용역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법 §12①⑸)

제반 의료보건 전문인의 용역

  본 호에 의거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 는 시행령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면세용역의 범 에는 의사․약사․수의사 등과 같이 문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수의사법 등의 련법

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  는 동물병원 등이 공 하는 의료보건용역도 면세

된다.

  한 장례․응 환자․분뇨처리 등, 소독․폐기물 수집사업  생활폐기물

의 재활용, 묘지나 화장업 등도 면제된다.

의료법상의 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법상의 면허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개인 

의료인과 의료기 , 침사․구사․ 골사 등의 의료유사업자와 시술소  자격

이 인정된 안마사와 안마시술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하여만 면세한다.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범 는 진료용역과 함께 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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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품, 치과의사의 보철 등도 면세되지만,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 의 성

형수술( 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은 부가가치세 과세 상이다. 한 한의사가 아닌 한약방의 도소매  한약제

조 등은 과세된다.

의료기사법상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등에 한 법률상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 생사 등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는 의화학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가 제공하는 용역만 면세된다.

약사법상의 약사

  약사법에 의해 면허받은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하여만 면

세하므로 약사가 조제용역 행 없이 단순히 의약품을 매하는 경우나 혹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의약품 조제용역

  조제용역이란 의약품을 원래의 상태 로 매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의 

처방  등에 의해 의약품을 배합하여 투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제용역만이 

면세된다(통칙 12-29-2).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수의사법에 따라 면허받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가축  진료수산동물에 한 

진료용역에 하여 면세한다. 하지만 가축  수산동물을 제외한 애완동물 등

의 진료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애완동물 등의 진료용역이라도 기 수 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  

질병 방목 의 진료용역은 면세하며, 면세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신

고시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 장을 작성․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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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은 장의용역  이에 필수 으로 부

수되는 재화․용역을 포함하는데, 분묘이장 처리용역, 시신의 염습, 장례의식

의 거행, 장례식장의 임 , 장의자동차사업자의 시신운반용역․사설묘지․사설

화장장 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화장업 련 용역 

등이 면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계없이 장의용품을 공 하는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및 화장업

  장사 등에 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리업 련 용역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는 공설납골시설의 리를 탁받은 자가 제공

하는 화장, 묘지분양  리업 련 용역에 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응급환자 이송용역

  응 의료에 한 법률에 의하여 구 차 등을 이용하여 응 환자 등을 이송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분뇨처리용역

  하수도법에 의하여 분뇨 련 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련 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 하

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정화조청소용역 등 분뇨 등 련 업에 하

여 면세한다.

소독용역

  염병 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소독용역사업자가 제공하는 염병 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  등의 구제조치용역에 하여도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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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및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 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 하는 분뇨

수집․운반업, 쓰 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쓰 기처리업, 정화조청소업용

역에 하여 면세한다.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 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도 면세된다.

작업환경 측정용역

  산업안 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 이 공 하는 작업환경 측정용역

도 면세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 이 고령이나 치매․ 풍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수 권자에게 제공하는 신

체활동  가사지원서비스도 면세된다.

산후조리원 용역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유아에게 제공

하는 식․요양 등의 용역에 하여도 간호사  의료기  부속 산후조리원

과 같이 면세된다.

(2) 교육용역 (법 §12①⑹)

학교·학원 등의 지식·기술교육용역

  본 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정부의 허

가 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의 사설강습소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다. 따라서 성인을 상으로 하는 리학원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 청의 허가 는 인가를 받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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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청에 등록 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는 그 밖의 비 리

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

련생․교습생 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 학원

교육용역에 포함되는 교재 등의 면세

  주무 청의 허가 는 인가를 받은 기 이 제공하는 것이기만 하면 교육기

간의 장․단, 지식  기술의 종류에 계없이 면세된다. 한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인 교재, 실습교재, 기타 교육에 필요한 용구를 공

하고 가를 수강료와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인가받은 학원 등이 

아니거나 청소년 수련시설에 훈련생이 아닌 일반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교육

용역과 계없는 음식․숙박용역 등도 과세된다(통칙 12-30-1).

정부의 인·허가의 개념

  교육용역이 면세되기 하여는 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기 이 정부의 인가 는 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정부의 “인가 는 허가”를 해석함에 있어 용어에 의한 형

식  기 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 으로 그 단체를 인정하 는지의 여부  지

도․감독을 받는 계에 있는지가 면세여부를 구분하는 기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육기 이 주무

청에 신고․등록을 함으로써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신

고․등록은 인가․허가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며 면세되는 것이다.

(3) 우표·인지·증지·복권 및 공중전화

우  표

  면세되는 우표란 우편물의 발송시에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면세하고 있으나 수집용우표는 면세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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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인지란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의 작성시에 과세문서에 붙이는 정부가 발

행한 증표이며, 증지란 돈을 지불하 거나 품질을 증명하기 하여 서류나 물

품에 붙이는 지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면세하고 있다.

복  권

  복권이라 함은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사행

행 등규제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를 포함한다. 이 경우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탁 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통칙 

12-0-4).

공중전화

  면세되는 공 화는 체신부가 공 화이용자에게 공 하는 공 화용역

인 바, 이는 국가조직이 공 하는 것이므로 본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하여서

도 면세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체신부 등에 공 화시설의 리용역을 제공

하는 것은 공 화용역의 범 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4) 저가, 특수용 담배 등 (법 §12①⑽)

저가담배 및 특수용도담배

  부가가치세 면세 상이었던 제조담배도 99년부터는 제조담배를 공 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경우에 과세 상이 된다. 다만, 서민용인 가담배와 군용담배 

등 특수용 담배에 한해 면세된다.

  계속하여 부가세 면세 상으로 유지되는 제조담배에는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는 냄새맡기에 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매가

격이 20개비 기  200원 이하인 서민용 가담배는 면세된다. 한 군용담배, 

보세구역 매담배, 보훈용 담배 등 특수용 담배로서 본 법 제11조 규정상 

세율 용 상에 해당하지 않는 담배도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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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 등 공익단체의 재화·용역공급 (법 §12①(17))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의 공급재화

  본 호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공 하는 재화․용역의 범 는 다음의 시행령 제37조에 열거되어 

있다.

◑ 시행령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

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 청의 허가 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 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증여

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 을 하여 일시 으로 공 하거나 실비 는 무

상으로 공 하는 재화  용역 (2008. 2. 29 개정)

1의2. 학술연구단체 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는 기술연구와 련하여 공 하

는 재화  용역(｢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

학 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

정한다) (2012. 1. 25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

외한다)를 소유 는 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 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

다)의 경내지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 용역

3. 공익을 목 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 하는 자가 학생 는 근로자

를 하여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용역(음식  숙박용역에 한한다)

4. ｢ 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 부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작권

탁 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작권자를 하여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신탁 리용역 (2009. 7. 22 개정)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 리교육재단이 ｢ ․ 등교육법｣ 제60

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

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련된 용역 (2008. 2. 22 신설)

▲ 시행규칙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③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

한다. (2009. 3. 26 개정)

1. 사단법인 한국음악 작권 회

2. 사단법인 한국문 학술 작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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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 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09. 3. 26 개정)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회 (2004. 1. 26 개정)

6. 사단법인 한국복사 송권 회 (2009. 3. 26 개정)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 회 (2004. 1. 26 신설)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 회 (2004. 1. 26 신설)

9. 재단법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2. 28 신설)

10. 사단법인 한국 상산업 회 (2012. 2. 28 신설)

①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적·무상공급

  공익단체 등이 공 하는 재화․용역이 본 호에 따라 면세되기 하여는 ⅰ)

공 의 주체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로서 

ⅱ) 당해 단체는 주무 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 는 비 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

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 술 등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

이어야 하며, 그리고 ⅲ)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 을 한 일시 이거나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여야 한다.

공익목적단체

  공익목 단체는 비 리사업을 그 목 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 형태는 민법에 

따라 주무 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는 재단법인 등의 법인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단체 등록에 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 에 등록

하는 형태의 사회단체도 있다.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공급

  공익목 단체가 공 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도 당해 공 이 사업목 으로

서 계속되는 성질이 아니고 일시 이거나 실비 는 무상공 인 경우에만 면

세된다(통칙 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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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의 공급

  학술  기술연구단체가 공 하는 재화․용역의 표  항목인 문  인

용역은 본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에 의해서도 면세되는데 본 호에서는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 하는 재화․용역의 공 에 하여 면세하

고 있다. 이와 같은 학술․기술연구단체는 국가 ․공익 인 학술․기술에 

한 문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사회공익 인 성격을 띠고 있는바, 면세

되는 재화․용역을 공 하는 연구단체의 유형으로는 학․ 문 학, 국공립

연구기 , 특정연구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있다. 다만, 산학 력단이 제공

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 12. 31까지 제공하는 것에 하여 면세된다.

③ 종교단체의 임대용역

  본 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는 포함

하나, 무형문화재는 제외함)를 소유 는 리하고 있는 주무 청에 등록된 종

교단체의 경내토지, 경내토지내의 건물․공작물의 임 용역에 하여 면세하

고 있는바, 이는 당해 종교단체가 지정문화재를 원상의 상태로 유지  보수

하는데 필요한 자 을 원활히 조달하게끔 지원하기 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기념

물과 민속자료가 있는데 이 에서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지정문화재가 

해당된다.

경내의 토지·건물·공작물

  종교단체의 경내지는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 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에도 이를 용한다.

④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한 음식·숙박용역

면세요건

  본 법 시행령 제37조제3호에서는 공익을 목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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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하여 기숙사를 운

하는 자와 고용노동부장  는 고용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

아 근로자를 하여 기숙사를 운 하는 자가 실비 는 무상으로 공 하는 음

식  숙박용역에 하여 면세하고 있다. 따라서 본 호에 의거 면세되는 음

식․숙박용역은 ⅰ) 공 의 주체가 교육과학기술부장   고용노동부장  등

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 자이어야 하며 ⅱ) 공 의 내용은 음식․숙박용역

에 한하며 ⅲ) 공 을 받는 자는 학생 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기숙사운영사업자

  기숙사운 사업자의 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②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8. 4. 22 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  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하여 기숙사를 운 하는 자 (2008. 4. 22 개정)

2. 고용노동부장  는 고용노동부장 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

를 하여 기숙사를 운 하는 자 (2011. 3. 24 개정)

(6) 국가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공급 (법 §12①(18))

면세의 이유와 범위

  본 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 하는 재화 는 

용역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국가 등이 공 하

는 재화  용역은 공 의 이익을 한 것이며 한 국가 등이 공 하는 재

화․용역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 을 징수하더라도 결국 공 의 

공익을 하여 집행․지출되므로 애 에 동 재화․용역의 공 에 하여 면세

함으로써 조세행정비용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등이 공 하는 용역  우정사업조직의 부가우편역무  방문

수배달용역과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 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 장‧스키장운 업, 기타스포츠시설운 업 등은 과세되는데, 이는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경쟁 계에 있는 부동산임 업․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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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운동시설운 업 등도 민간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 하고 있으며, 방문

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을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하며, 고속철도운송용역의 경우는 상 으로 고소

득층이 이용할 것으로 상되어 면세범 에서 제외하 다. 다만, 국방부  국

군이 군인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가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해 구내에서 직  운 하여 공 하는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한 성형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 여에서 제외되는 진료

용역  면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용역을 제외한 동물진료용역은 과세된다(시

행령 제38조).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라 함은 통령․ 앙행정부 등의 앙행정조직, 국회․법원․헌법재 소 

등의 사법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직  재화․용역을 공 하는 경우

에만 본 호에 의거 면세되는 것이지, 국가가 소유하는 시설의 리 임을 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가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통칙 

12-0-6).

  이는 리․ 임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수취하는 가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

이 아니라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본 호에 따라 면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 는 아래에 게기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역시․도․시․군․구․지방의회이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부 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하기 하여 결성한 것으로서 법인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행정업무에 하여 앙행정

기 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기능  목 에 있어서 국가조직과 동일

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 하는 재화․용역에 하

여는 국가의 경우와 같이 아무런 제한없이 면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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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의 조특법 열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임받은 정부업무를 행하

는 단체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7) 국가 등 공익단체에의 무상공급 (법 §12①(19))

면세의 이유와 목적

  본 호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는 공익단체에

게 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용역에 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들 공익단체 등은 공공의 이익을 하여 활동하며 한 최종소비자의 치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한 것이다. 본 호에 의거 면

세 용을 받기 하여는 재화․용역을 공 받는 자가 국가 등 공익단체이어야 

하며 한 당해 공 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가 등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하는 것이나 당해 무상공 행 가 면세사업은 아니므로 당해 무상공 에 련

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련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인 본 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는 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의 범위

  본 호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개념은 앞의 제17호

에서 논의된 바와 동일하며 공익단체는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주무 청의 허가 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

조상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와 공익사업을 하여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 품을 모집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사업 금품 등의 모집단체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의 공익사업을 하여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 품

을 모집하는 단체라 함은 신문사 등에서 이재민구호 품을 모집하는 경우의 

당해 신문사 혹은 재로는 공익단체로서의 인가 혹은 설립요건이 미비한 상

태이나 주무 청의 인가를 얻기 한 과정에 주무 청의 승인을 얻어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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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는 경우의 설립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설립  공익단체는 공익사업목 을 한 품을 조달하여 결국 공익

단체로서의 인가․설립을 목 으로 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한 것이다.

무상공급

  본 호에 따라 면세되기 하여는 재화․용역의 공 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상이라 함은 공 하는 자에게 당해 공 과 련하여 화폐로 환가할 

수 있는 돈, 실물가치, 소유권․사용권․수익권 등의 권리 등과 같은 경제  

가치가 어떤 형태로건 반 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순 히 개인

 차원인 감사․고마움․만족감 등은 없는 것이다.

  국가에 하여 시설물을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는 무상공 으로 보지 않는다.

3) 사회·문화관련 재화·용역

(1) 출판 등 통신·방송 (법 §12①⑻)

① 면세범위

도서·신문·잡지·통신 등의 범위

  본 호에서는 도서(도서 여용역 포함)․신문․잡지․ 보 등의 재화와 통

신․외국통신사(방송은 과세) 등의 용역의 공 에 하여 면세하고 있는바, 

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  는 비디오테이 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 단 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한 법률｣에 따

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한 법률｣이 규정하

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 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상으로 하는 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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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

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보는 ｢ 보규정｣의 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 세법｣ 별표 세율표 제

49류의 인쇄한 서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타이 문서와 제6항에

서 규정하는 자출 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출 물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광고용역은 과세됨

  그러나 이러한 재화․용역의 공 자가 고주에게 제공하는 고용역에 

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데 이는 당해 용역의 실질  소비자가 최종소비자로서의 

일반 이 아니라 고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아닌 사업을 목 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 지나 이와 유사한 출 물의 공 과 

련하여 공 되는 고용역은 비 리사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고 본 

법 시행령 제46조의2가 규정하고 있다.

인쇄·제본 및 자료수집은 과세됨

  한 본 호에 의거 면세가 되는 것은 도서 등 매체의 공 자체이므로 

이러한 공 을 한 인쇄․제본 등의 용역은 과세되며, 도서 등의 형태로 공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한 도서는 일반 에게 

공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이는 도서라기 보다는 용역보고서라고 보

기 때문이다(통칙 12-32-1).

② 각 재화·용역의 면세요건

도서의 범위와 음반 등과의 복합공급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도서란 그림과 씨를 포 한 개

념으로서 지도․해도․서지․학생용 1일학습지  족보 등은 도서의 범 에 

포함하나 시력측정검사표와 지구의 등은 종이에 인쇄되었다 하더라도 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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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는 녹음테이   비디오테이 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 단 로 

공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음반 는 녹음테이 도 주재화인 도서의 부수재화로

서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에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는 녹음테이

․비디오테이 라고 하더라도 도서와는 별도로 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음

반 등은 과세된다.

  그러나 음반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한 공 단

로 공 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주된 재화로 보며 당해 해설도서는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둘 다 과세한다.

신문·잡지·통신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한 법률에 규정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면세한다

고 하는데 신문이나 간행물이 법히 등록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등

록되지 않은 자가 공 하거나 수입된 신문  잡지 등의 공 도 면세된다.

관  보

  시행령 제32조제4항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보는 보규정의 용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규정상의 보는 정부에서 일반국민에게 알릴 사항을 편찬

하여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기 지로서 헌법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고

시․ 산․조약․서임․사령․국회사항․ 청사항 등을 게재한다.

전자출판물

  시행령 제32조제6항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자출 은 기존에 도서형태로 출

되어 있는 도서 는 잡지 등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상과 함께 담은 

자  매체는 당연히 면세되는 출 물이다. 최 에 종이형태의 도서가 아니

고 자출 물(CD-ROM)로 만들어진 것도 면세에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자

도서출 물은 면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한 법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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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게임산업진출에 한 법률｣의 용 상

인 음반이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  고

  본 법 제12조제1항제8호단서조항에서의 고란 특정한 사실을 신문․잡지나 

도서․ 보 는 통신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당

해 고의 내용에 계없이 과세한다. 여기서 상업 고가 아닌 교육방송이나 

축장려방송․기타 캠페인 방송  고나 모집 고 등도 고로서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예술·비직업체육분야 (법 §12①⒂)

예술품·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본 호에서는 술창작품, 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를 면세로 규

정하고 있는데 면세되는 범 는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예술창작품

신규 창작품의 면세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면세되는 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분야에 속

하는 술창작품을 말하며 골동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술분야 에서도 미술․음악․사진 분야의 창작품에 하여

만 면세하는데, 이러한 술창작품은 직  제작한 자가 공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술창작품을 국내에서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매하는 경

우에도 면세된다.

모방품의 과세

  창작이란 술품 등을 독창 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 창작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작품은 창작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통칙 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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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과 대량생산품의 구분

  따라서 도자기와 같은 미술품이 술활동의 결과 완성된 술창작품이면 면

세되나 시장 매의 목 으로 량 제작되어 시회를 통해 매된다면 과세되

며, 화의 경우 술가가 여러 개의 화를 으면 처음 작품만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하고 나머지는 창작품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골동품의 과세

  골동품  세율표상 과세되는 것은 당해 골동품이 미술․음악․사진 분야

에 속하는 창작품이라 하더라도 면세되지 않는데 술창작품인지 골동품인지

의 구분에 있어 창작의 사후에 당해 창작자 이후의 공 자가 공 하는 경우에

는 골동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 창작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오랜 시간이 

흘러 술품으로의 가치 외에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부가된 경우에는 골동품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율표상 9706호가 아닌 것은 과세되지 않

는다.

② 예술행사·문화행사

예술·문화행사

  면세되는 술행사․문화행사는 행사 주체에 계없이 리를 목 으로 하

지 않고 문학․미술․음악․연극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

회 등을 의미한다(통칙 12-35-7).

  이러한 술행사․문화행사에서 면세되는 가는 일반 으로 입장료  

람료 등의 형태를 띠는데 이때 행사에 부수되는 재화도 물론 면세된다.

이익금의 분배여부와 영리성 여부

  면세되기 한 요한 요건인 비 리성의 단은 람료 등의 고가․ 가에 

계없이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당해 행사로 인한 이익 이 분배되느냐 아

니면 당해 행사의 고유목 에 충당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당해 행사의 

고유목 에 충당되지 않고 주최자에게 이익으로 분배된다면 리성을 띠는 것

으로 보아 면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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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직업운동경기

비영리 운동경기

  면세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한체육회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  는 

후원하는 운동경기와 국기원이 주최․주 하는 승단․승 심사로서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직업운동경기라 함은 로경기와 비되는 것으로서 일반 으로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학교간․회사간의 경기를 의미하며 당해 경기조직은 학교

  실업 의 형태로 분류된다.

이익금의 분배여부와 영리성 여부

  비 리성의 단기 은 당해 운동경기의 주최자가 이익 을 분배하여 가지 

않고 운동경기를 개최하는 고유목 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비 리 목 으로 

단되며, 이때 람료 등이 고가인지 가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면세의 요건으로 한체육회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  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 하고 있는데, 행정해석상으로는 동창회 등과 같이 한체육회 산

하단체가 아닌 단체가 연 인 축구 회 등을 개최하여 얻은 수익을 당해 동창

회의 모교에 체육기 으로 액 기부한 경우에도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면세된

다고 하는바, 이는 비 리․비직업운동경기에 하여 면세한다는 당해 조문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도서관 등 공중전시관 입장용역 (법 §12①(16))

면세되는 입장용역의 범위

  본 호에서는 도서 , 과학 , 박물 , 미술 , 동물원 는 식물원에의 입장

용역에 하여 면세하고 있는데, 시설의 운 주체  자격면허에 하여는 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시설물이 민간업자의 소유로서 리목 으로 운

되더라도 면세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그 목 이 지식의 보   연구목 인 경우에는 면

세이나 오락․유흥의 목 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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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범위

  ｢도서 법｣에 따르면 도서 이란 도서․기록 등 도서  자료를 수집․정

리․분석․보존․축 하여 공  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

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교육  문화발 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 ․공립도서 ․사립도서 으로 구분된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 에 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사설독서실은 면세

되는 도서 의 범 에 포함되는 것으로 행정해석되고 있다.

과학관의 개념

  과학 이란 자연과학과 그 응용에 한 재료 는 표본을 수집․보존  진

열하여 일반국민에게 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의 범위

  ｢박물 법｣에 따르면 박물 이란 인류․역사․고고․민속․ 술․자연과

학․산업 등에 한 자료를 수집․보존․ 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

반공 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시설이다.

  본 호에서는 박물 의 정의를 ｢박물 법｣에 따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면세되는 박물 의 범 에는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지

정문화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미술관의 개념

  미술 은 그림․조각․ 화 등 미술품을 수집․진열하여 일반국민의 람에 

공하여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동물원·식물원의 범위

  동․식물원은 살아 있는 동물․식물을 수집․사육하여 일반의 지식의 보  

 연구를 목 으로 람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설

치된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통칙 12-0-5).

  동․식물원 내부의 오락  유흥시설이 당해 동․식물원의 입장료로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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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면 당해 입장료에 오락  유흥시설 이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면세하지 않으나, 당해 동․식물원 입장료와는 별도로 오락  유흥시설 이용

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동․식물원 입장료는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 생산요소 및 근로인적용역

(1) 토  지 (법 §12①⒀)

토지의 면세 논거

  노동․자본과 함께 생산요소의 하나인 토지는 토지자체로서 하나의 재화로 

공 되기도 하며 토지의 임 로서 용역으로 공 되기도 하는데 본 호에서 면

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화로서의 토지자체의 공 에 하여만 면세하며 

토지의 임 용역은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창출된 가치를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

는 소비세 인 성격을 띠는바, 토지의 경우 공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않았으며 한 소비자가 소비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토지의 임 거래는 공 자가 임 용역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고 

임차인이 그 임 라는 창출된 가치를 사용․소비하는 것이므로 과세된다.

토지의 범위

  본 호에 따라 면세되는 토지의 공 은 토지매매업자가 토지만을 따로 공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부수

되어 공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도 포함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

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은 과세되나 토지 부분은 면세된다.

  한 면세되는 토지는 자연 으로 있어 왔던 토지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

립법에 의한 매립지도 포함한다.

(2) 금융·보험용역 (법 §12①⑾)

  본 호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융․보험용역은 가치를 창출하기 한 생산요

소로서 토지․노동과 유기 으로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바, 부가

가치세법은 창출된 가치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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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 그 자체에 한 가에 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다.

①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금융·보험업자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본 호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융․보험용역의 범 는 다음의 시행령 제33조

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주로 

융․보험․증권업 등)뿐만 아니라 융․보험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의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제1항의 융․보험용역과 동일 는 유사한 용역도 포함

한다. 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  제 (2009. 2. 4)

3. 삭  제 (2009. 2. 4)

4.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

자산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투자 개업(한국거래소  한국 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  제 (2009. 2. 4)

   사. 일반사무 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

조합, 사모투자 문회사 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 문회사업

   차. 사모투자 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 ․ 리, 집합투자증

권 매 는 일반사무 리 용역을 공 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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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단기 융업

5. 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 업

7. 삭  제 (2009. 2. 4)

8. ｢상호 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 법｣에 의한 신용보증기 업

9의2. ｢주택법｣에 의한 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 개· 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

험계리용역․보험조사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 문 융업법｣에 따른 여신 문 융업(여신 문 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 방 사업자의 여신 문 융업무를 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012. 2. 2 개정)

1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 하는 채권추심용역 (2010. 12. 30 개정)

13. 삭  제 (2009. 2. 4)

14. 삭  제 (2003. 12. 30)

15. ｢자산유동화에 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문회사  자산 리자가 행하는 자산유

동화사업  자산 리사업

16. ｢주택 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 당채권유동화회사  채권 리자가 행

하는 채권유동화와 련한 사업과 주택 당채권의 리․운용  처분사업

17.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의한 채권 리자가 행하는 주택 당채권․학자 출채권

의 리․운용  처분사업

17의2. ｢ 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리․운용용역. 다만, 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 을 부동산․실물

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 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 법 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의 것을 말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리․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 문회사가 자 을 부동

산․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탁자산 

리․운용용역

17의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운용에 한 법률｣에 따른 투자 리 문기  

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

공하는 자산 리ㆍ운용용역. 다만, 투자 리 문기  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

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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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 결제제도의 운 기 으로서 수행하는 지 결제제도 운 업무 (2012. 2. 2 신설)

18. 그 밖의 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융·

보험용역과 동일 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 융기 부실자산 등의 효율  처리  한국자산 리공사의 설립에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 리공사

3. ｢한국주택 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 융공사

4. ｢ 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공사  정리 융기

5. ｢농업 동조합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에 따른 농업 동조합자산 리회사  상호

융 자보호기

6. ｢수산업 동조합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에 따른 상호 융 자보호기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한 법률｣에 따른 상호 융 자보호기

8. ｢한국정책 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 융공사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융·보험용역으

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개정)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 형주화 는 지 에 한 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융업자의 융상품 매 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행용역, 수납·지

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 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는 기업매수의 개․주선․ 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에 련된 

산시스템과 소 트웨어의 매․ 여용역

3. 부동산의 임 용역

4.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본 호에 의거 면세되는 융․보험용역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동 시

행령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융․보험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용역

의 내용자체가 융․보험업자가 제공하는 융․보험용역의 범 에 해당하기

만 하면 면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업공사는 융․보험용역의 하나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

기 시행령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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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금융·보험용역도 면세함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융․보험용역과 동일 는 유사한 용

역도 면세되는 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로서는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에 의거한 융․보험업자가 아닌 신용카

드 발행업자  보험 리업자가 제공하는 업무 리  수탁업무도 융․보험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비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계 법령에 의거 융․보험용역업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

라도 그 용역이 융․보험용역이기만 하면 면세되는 것이나 여신 문 융업

의 경우에는 상기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여

신 문 융업이라 규정함으로써 여신 문 융업법에 의해 인가받은 때에만 면

세되도록 하여 일반임 업과 구분하고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도 면세함

  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융․보험업자 뿐만 아니라 융․

보험업 이외의 사업자로서 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융․보험용

역에 필수 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본 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하여 당

연히 면세된다.

담보권 실행대상재화의 면세여부

  융․보험용역을 제공한 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는 융․보험

업무에서 취득한 재화이므로 이를 매각하는 경우 필수  부수재화로서 당연히 

면세된다.

  그러나 담보권을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공매처분하는 재화의 소유권이 출

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출받은 자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지 에 따

라 달라지는바, 출받은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당해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

우에는 면세되며, 사업자가 아니거나 폐업자이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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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② 금융·보험용역의 개념과 범위

은행업 및 대금업무

  은행업은 은행법에 따르면 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 을 규칙 ․조

직 으로 출하는 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호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융용역은 인가받은 융기 이 제공하

지 않는 것이라도 당해 용역이 융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한 면세되므로 일반

제조업체 등이 자신의 사업에 부수하여 타인에게 자 을 여하고 받는 수입

이자도 면세되는 것이다.

투자신탁업·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 등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업․투자회사업․집합

투자업․신탁업․일반사무 리회사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사모투자

문회사업․투자유한회사업․투자합자회사업․투자조합업․단기 융업 등도 면

세범 에 속한다.

  한 투자 문기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

에 제공하는 자산 리․운용용역도 면세한다. 다만, 자 을 부동산․실물자산

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이란 주택분양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진하

여 주거복지향상 등을 하여 주택건설에 한 각종 보증을 행하는 사업을 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

  여신 문 융업은 여신 문 융업법에 의거 기재부장 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만 면세된다. 여신 문 융업은 신용카드업‧시설 여업‧할부 융업 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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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여신 문 융업을 공동수행하는 사업자간 업무를 임 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보험업

  보험업이라 함은 한국표 산업분류상으로 사망, 손해, 교육, 질병 등에 하

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보험 리나 개 등 보험 련 업무를 수

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바, 이는 손해보험업, 상해보험업, 생명보험업, 보증

보험업, 재보험업, 의료보험업, 사회보장보험업, 보험 리․ 개업, 보험감정업 

등으로 분류된다.

유동화전문회사업

  자산유동화에  한법률에 의한 유동화 문회사업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말한다.

   가. 유동화 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 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

해 유동화자산의 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  등으로 유동화증권

의 원리  는 배당 을 지 하는 일련의 행 (2000. 1. 21 개정)

5. “유동화 문회사”라 함은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

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선물거래업

  선물거래업은 선물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 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된다.

한국투자공사·금융결제원

  한국투자공사(KIC)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 을 

탁·운용하여 외환 리의 효율성 제고  국내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있는바, 다른 간 투자기구와의 조세 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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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제되며, 융결제원이 지 결제제도의 운 기 으로서 수행하는 지 결

제제도 운 업무도 면제된다.

③ 금융·보험용역의 면세에서 제외되는 별도 용역

  복권․입장권․상품권, 지 형 주화  지  등의 매 행, 기업합병 

는 기업매수의 개․주선․ 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에 련된 산시

스템과 소 트웨어 매․ 여용역, 부동산 임 용역은 융보험업 등이 제공

하더라도 면세의 범 에서 제외된다. 한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업을 하는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 을 모아 실물자산 등을 운용

하는 경우는 면세 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상권․ 세권․임차권․어업

권․ 업권 등은 과세 상이 된다. 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융․보험용역으

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 형주화 는 지 에 한 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융업자의 융상품 매 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행용역, 수납․지

행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 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는 기업매수의 개․주선․ 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에 련된 

산시스템과 소 트웨어의 매․ 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 용역

4.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

역 (2008. 2. 29 개정)

▲ 시행규칙 제11조의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여용역(｢여신 문

융업법｣에 의한 시설 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 여업

자가 ｢자동차 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4. 22 개정)

◑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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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

자산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투자 개업(한국거래소  한국 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  제 (2009. 2. 4)

   사. 일반사무 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

조합, 사모투자 문회사 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 문회사업

   차. 사모투자 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 · 리, 집합투자증권 

매 는 일반사무 리 용역을 공 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 융업

▲ 시행규칙 제11조의6【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7호의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2 단서  같은 항 제17호의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 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한 권리

2. 어업권

3. 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것

(3) 전문적·개인적 인적용역 (법 §12①⒁)

  본 호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 용역은 토지․노동․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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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산의 3요소 의 하나인 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치를 창출하기 

한 기본요소이지 창출된 부가가치가 아니므로 면세한다.

① 인적 용역의 범위

면세 인적용역의 범위

  본 호에 의해 면세되는 인 용역의 범 는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되어 있다.

개인과 법인의 인적용역의 면세 범위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열거된 인 용역은 특별한 물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

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바, 이는 이들 

용역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으로 사업이 

세하고 기장능력이 부족하여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개인사

업자들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 등이나 계속 ․반복 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물 시설을 갖추고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제1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면세되지 않는다. 한편 동 시행령 제2호에 열거된 인 용역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자 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한 이러한 인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는데 독

립된 사업이란 다른 사업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인 용역의 

공 만을 별도로 공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이러한 인 용역업 한 가지만 사업으로 해야만 한다는 의미

는 아니고 사업자가 수개의 사업을 겸 하더라도 과세사업에 필수 으로 부수

되지 않는 인 용역을 독립하여 공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② 개인적 인적용역

  개인이 계속 ․반복 으로 이용되는 물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부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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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본 호에 열거된 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

는 가가 면세되므로, 건축물․기계장비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의 고용

없이 공 의 주체가 독립된 개인이어야 하며 한 용역의 가도 개인이 수취

하여 그 개인의 수입 액이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본 호에서 규정하는 개인  인 용역 에서 요한 내용을 

심으로 해설한다. 주로 개인이 개인 고유의 특정 지식․경험에 의한 업무이며 

타인의 노동 체성이 은 개인  서비스업무이다.

건축감독 및 학술용역

  건축감독용역은 건물 등을 짓는 건축  건설행 를 감독하는 것으로 개인

 자격으로 독립 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학술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

으로 학술 인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학문지식을 실제로 

응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하는 용역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야 

면세되는바, 단순한 조사  자료분석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직업운동가 등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하여 면세하는바, 운동지도가 등이 본연의 업인 운동  운동지도의 범 를 

벗어난 흥행과 련하여 수취하는 가는 면세하지 않는다.

모집·장려·집금·외판·실적수당과 방문판매원 관리운영자

  보험모집․ 융기 실 ․기타 서 운반 등의 매실 수당도 면세인데, 이

는 일반 업사원의 업직 여와 비슷한 근로용역이므로 면세로 한다. 다단

계 매원의 매실 (하 매원 매분 포함)에 따라 지 받는 후원수당도 

와 같은 인 용역 가에 포함한다. 이러한 실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3% 원천징수만 하고 나 에 소득자․수입자 자신이 

종합소득신고한다.

  이러한 면세범 에는 방문 매원의 사업상 리․운 ․수탁자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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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적 인적용역

  개인, 법인 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

공하는 인 용역은 면세하는데 당해 인 용역에 하여는 제공하는 자의 조직

형태 등에 계없이 무조건 면세한다.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형사피고인 등이 스스로 변호할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은 최소보수를 받더라도 면세된다.

  한 경제 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본  인권옹

호를 해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 리, 기타 법률사무에 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법률구조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면제된다.

일반 전문직업자의 부가세 과세전환

  98년까지는 부분의 문면허직업자(변호사․회계사․건축사․세무사․법

무사․변리사․기술사․행정사․평가인 등)가 법인이건 개인이건 모두 면세사

업자이었으나 과세형평과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정확  소득자료의 노출과 

투명신고를 해 과세사업자로 환되었다.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 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새

로운 이론․방법․공법 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제품을 개

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연구용역은 면세한다

(통칙 12-35-4). 그러나 학술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은 면세되지 않는다.

기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한 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제품의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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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상담소업

  상담소업이란 인생․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  소기업

창업상담용역을 포함(결혼상담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업소개소업

  직업소개소업이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면세되기 하여는 직업안정 고용 진에 한법률에 따라 노동

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보조견훈련용역

  장애인을 한 보조견을 훈련하는 업을 하는 자가 공 하는 용역에 하

여 면세하는데 제5호 규정에 의거 인간에 한 훈련 등을 교육용역으로 면세되

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수한 노동력 지향의 용역으로 보므로 면세한다.

차관자금의 국내공급용역

  외국공공기 이나 국제통화기  등 국제 융기구로부터 받은 차 자 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하여 공 하는 용역에 하여 

면세하는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는 비거주자가 공 하는 것도 포함

한다.

  차 자 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  공 하는 재화 는 용역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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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수공급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법 제12조제3항)

1) 부수공급의 면세개념과 이유

부수거래의 주거래포함 일반원칙의 재확인

  본 항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

나 용역의 공 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본 법 제1조제4항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은 그 주된 거래인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포함된다는 일반 인 규정의 당연한 논리  귀결이다.

  즉, 과세 상 재화․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

은 본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포함되

는 것이므로 면세 상 재화․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의 공 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필수적 부수성의 판정기준

  따라서 본 항은 부수재화․용역에 한 일반 인 규정인 본 법 제1조제4항

에 한 주의 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겠다.

  본 법체계상으로도 본 항의 용시 부수성의 정기 에 하여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본 법 제1조제4항에 한 하부규정인 시행령 제3조를 용하

여야 한다. 한 본 항에서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

화․용역은 그것이 면세재화․용역이건 과세재화․용역이건 계없이 면세되

는 것이며, 본 법에서는 명시 인 규정은 없지만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과세

되는 재화․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하여 공 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

화․용역은 과세된다.

2) 부수재화·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유형

부수재화·용역의 일반적 범위

  본 항은 본 법 제1조제4항의 주의 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면세되는 재화․

용역의 필수  부수재화․용역공 의 범 에 한 독자 인 규정이 없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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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3조를 용하여 부수재화․용역의 범 를 정하여야 한다.

부수재화·용역의 구체적 범위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수성의 단기 만으로는 구체 인 개별

사례에서 부수성을 정하기가 어려운바, 구체 인 개별사례를 해결하기 하

여는 행정해석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  요한 몇가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주된 거래에의 통상적 포함

  당해 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 가에 통상 으로 포함되어 공

되는 재화․용역은 부수되는 것인데, 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을 포장하여 공 하는 때의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된다. 그러나 

입시학원을 운 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하여 기숙사를 운 하면서 공

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 으로 부수되

는 재화․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행상 부수공급인정

  거래의 행으로 보아 통상 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용역의 공 에 부수하

여 공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용역도 부수되는 것인데, 를 들어 건설

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에의 우발·일시공급

  주된 사업과 련하여 우발  는 일시 으로 공 되는 재화․용역도 부수

되는 것인데, 를 들어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 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

과 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매각처분하는 폐품  면세되는 재화

인 신문을 공 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련하여 유료로 개최하는 심포지움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해 공 하는 면세사업용 재화가 이 경우에 해당되어 면

세된다. 그러나 지속 으로 혹은 정기 으로 발생되는 재화․용역은 부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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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다.

주재화생산 부산물

  주된 사업과 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 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도 부수되는 것인데, 를 들어 면세재화인 보리 ,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인 기울과 옥수

수기울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된다.

필수거래의 종속성과 비필수거래의 독립성

  본 법 제1조제4항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 에 필

수 으로 부수되는 면세재화‧용역과 과세재화‧용역은 면세된다. 한 과세되

는 재화‧용역과 함께 제공되나 필수 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면세재

화‧용역은 면세한다.

  그러나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과세재화․용역

과 면세재화․용역은 과세된다. 아울러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면 과세되는 재화․용역은 과세한다. 즉, 주된 재화․용

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 은 당해 재화용역의 자체 

성격이 아니라 그 주된 재화․용역의 면세․과세여부에만 종속한다.

 필수 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은 당해 재화․용역 자체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련한 행정해석상 사례를 살

펴보기로 한다.

부수거래의 면세·과세판단 개별사례

면세되는 주된

거래의 유형

필수적 부수거래의 주된

거래종속(면세)

비필수거래의 주된

거래독립(과세), 과세거래에

부수되는 면세공급(과세)

①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

   산물)(제1호)

◦보리  등의 제조과정상 부산물인 

기울‧옥수수기울 등의 매

◦버섯재배와 련하여 우발 ․일

시 으로 매하는 퇴비

◦통조림제조과정의 부산물인 껍

질의 매

◦조경공사용역의 공 가액에 포

함한 화 ․수목 등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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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주된

거래의 유형

필수적 부수거래의 주된

거래종속(면세)

비필수거래의 주된

거래독립(과세), 과세거래에

부수되는 면세공급(과세)

①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

   산물)(제1호)

◦  등의 제조과정상 부산물인 미

당․탈지당의 매

◦양곡 매업자의 구입양곡포장지의 

매

◦수산물 가공과정상 부산물인 비식

용 부산물의 매

◦ 가루 제조과정상 지  등의 

매

◦양식어장 조성 한 토사석의 일

시  매

◦두부제조부산물인 콩비지의 매

◦천일염의 제조과정상 발생된 함수

(고즙)의 매

◦액란의 가공과정상 발생된 난곡의 

매

◦제사공정의 부산물인 번데기

매

◦ 여하거나 용선하여 주는 경우

(사업자간에 어업용등선을 일정

기간 통상 상호교환 사용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된다)

◦과세사업자의 소맥피공

◦계란가공시의 난백․난황

◦ 분에 부수되는 옥피․배아

◦제과  식용우유 매

◦음식 의 채소 등 음식물 매

◦소   기계정제염

②연탄과 무연탄

  (제3호)

◦무연탄 채굴용 갱목제재시 부산물

인 톱밥

◦연탄제조업자의 연탄 운반운임

◦연탄제조업자의 일시  연탄 탁

제조 가공임

◦연탄의 제조 매와 탁제조가

공겸 시의 가공임

③의료보건용역

  (제5호)

◦직 하는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공 하는 음식물

◦오물수거업자의 수거오물로 과

세되는 재화의 제조공

◦장의업자의 별도 장의용품 매

④교육용품(제6호) ◦교육용역의 공 시 교육용 기재의 

폐품 매나 교사 매

◦교육용역 제공시 교재․실습자

재․기타 교육용구의 수강료 포함 

수취나 별도 수취 가

◦학교법인의 등하교운송용역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용역에 부수

하여 생산되는 재화를 매하는 

경우

◦학생통학용 차량의 학생 련 

없는 여, 세운송의 가

◦입시학원의 음식․기숙사․숙박

용역

⑤여객운송용역

  (제7호)

◦여객운송사업에서 발생된 고철, 

폐타이어, 폐유, 공드럼의 매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차체

고물부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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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주된

거래의 유형

필수적 부수거래의 주된

거래종속(면세)

비필수거래의 주된

거래독립(과세), 과세거래에

부수되는 면세공급(과세)

⑤여객운송용역

  (제7호)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차

량의 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우편물 수

송 체송료

◦지하철공사의 국철승차권 매

행용역과 국철구간의 동차 운행

용역

◦지하철공사의 역구내의 장소임

용역이나 동차내의 고용

역

◦버스표의 탁 매 수수료

⑥도서(도서 여용

역 포함)․신문․

잡지 등(제8호)

◦출 업자의 지형 일시 여와 출

권양도

◦ 자출 물(70% 이상이 그림이나 

문자로 구성)

⑦ 융․보험용역

  (제11호)

◦ 융․보험용역 공 상의 차량․

집기․비품의 매

◦ 융․보험업자의 필수  부수공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

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공

-투자조사나 상담용역

-담보재화 등의 자산평가용역

-유가증권 등의 체결제업무․명

의개서 행업무 등

- 융․보험업무상 취득 재화

-보험의 보상  결정 련 업무

◦ 융․보험업자의 부동산임

◦투자자문업․채권추심업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

⑧주택임 용역

  (제12호)

◦주택임 사업목 상의 부동산 양

도

◦주택임 사업자의 임 주택 리

용역

◦묘지임 업의 묘지 리용역

3) 토지와 지상건물의 부수여부

토지·건물 각각을 주된 거래로 봄

  사업자가 토지와 당해 토지정착건물이나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 한다면 건

물  기타 구축물을 면세되는 토지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하여 공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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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거나 는 토지를 과세되는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 에 필수 으

로 부수하여 공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기타 구축물을 각각 독립하여 공 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

치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혹은 국민주택규모의 과 아 트분양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을 각각 독립 인 재화로 보아 

토지부분은 면세하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부분은 과세한다. 즉,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구축물 등은 주된 재화나 종된 재화의 구분개념이 없이 

각자가 각각 주된 거래로 토지부분은 면세하고 건물 부분은 토지와 별도로 과

세나 면세하는 것이다.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 가액의 계산은 다

음의 본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 의거 첫째 구분실거래가액 로 안분계산

하며 다음 순서를 용한다.

〈토지․건물․구축물의 함께 공 시 배분계산 순서〉

  첫째, 구분실거래가액 로→둘째, 구분불분명시 소득세법상의 기 시가(공시

지가 등) 비율 로 배분. 단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비율 로 배분이 우선임

→셋째, 어느 하나라도 기 시가 없고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 로 배

분→넷째, 감정가액 없으면 장부가액비율 로 배분한 후 기 시가 안분→다섯

째, 장부가액 없으면 취득가액 비율 로 배분

4) 비영리출판물의 부수범위

부수거래면세의 범위

  리아닌 사업을 목 으로 하는 법인 혹은 기타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매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 과 정신을 리 알리기 하여 

발행하는 기 지나 이와 유사한 출 물로서 그 기 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 물명칭에 포함된 것에 하여 당해 기 지나 출 물과 련된 용역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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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의해 면세되는 간행물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로 보아 면세하도록 하는데 이때 당해 용역의 종류에 한 특별한 제한 규정

이 없으므로 모든 용역이 면세된다.

광고용역도 무조건 면세함

  본 조에서는 비 리법인․기타 단체의 기 지 는 이와 유사한 출 물과 

련되는 용역은 당해 면세되는 기 지 등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법 제12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의해 면

세에서 제외되는 도서․잡지 등의 고용역인 경우에도 면세된다.

  를 들어 동창회 등에서 발간하는 회보에 가를 받고 고를 게재하는 경

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8호 단서의 고에 한 면세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

고 당해 고용역을 면세되는 출 물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

으로 보아 면세한다.

광고용역까지의 면세 이유

  본 조에서 본 법 제12조제1항제8호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비 리단체의 기

지 등과 련된 고용역을 면세로 한 이유는 당해 출 물들이 비 리 단체의 

공익목 이나 정신을 홍보하려는 목 을 갖고 있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매

를 목 으로 하지 않으므로 면세로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3. 면세하는 재화수입 (법 제12조제2항)

1) 재화수입 면세의 개요

수입단계에서만 면세함

  재화의 수입에 하여는 본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본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특정재화의 국내 공 에 하여 면세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  과세형평차원에서 수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

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2항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것은 열거된 재

화의 수입단계에서 면세한다는 것이므로, 수입단계 이후에 수입한 재화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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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공 하는 경우에 면세 여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하여야 한다. 

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한 보청기의 수입단계만은 시행령 제46조제17의2호

에 의하여 면세되나 수입후 국내에서의 공 은 과세된다.

면세의 유형

  제2항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유형은 그 면세취지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ⅰ) 국내공 면세와의 형평상 면세하는 것으로서 미가공 식료품, 도서, 신문, 

잡지, 과학․교육․문화단체의 고유목  수입재화, 제조담배 등이 있고,

  ⅱ) 무상․무환․기증 등에 의한 수입재화의 면세로서 공익목 으로 기증되

는 재화, 국가조직 등에 기증되는 재화, 소액물품의 기증, 상품견본  

고용 수입재화, 행사출품용 무상수입재화 등이 있다.

  ⅲ) 세면제․감면  환출입물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은 수출후 재수입재화, 

수출용 임시수입재화, 기타의 세감면․무세의 재화 등이 있고,

  ⅳ) 국제 례, 인 이동 부수재화 등의 면세로서 이사․이민․상속재화, 여행

자 휴 ․별송․우송재화, 국제조약․ 습 등 면세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유형별로 해설한다.

2) 국내공급 면세와의 형평상 면세

(1) 미가공식료품 (법 §12②⑴)

면세요건

  본 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

물과 임산물을 포함)으로서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것의 수입에 하여 

면세하고 있는바, 면세되기 하여는 앞의 본 법 제12조제1항제1호 해설편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ⅰ) 농․축․수․임산물 등의 1차산업생산물로서 ⅱ) 원

생산물 혹은 1차가공 단계만을 거쳐야 하며 ⅲ) 1차가공시 필수 으로 발생하

는 부산물도 포함하며 ⅳ) 식용에 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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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항을 용한다. 다만, 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개정)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수입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 를 시행령 제28

조제1항의 규정을 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시행규칙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의 범 가 결정된다.

▲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제28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 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2012. 2. 28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용에 있어서는 ｢ 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 으

로 한다. (2005. 3. 11 개정)

고가기호식품 등의 면세 제외

  그러나 고가의 농산물인 커피두․코코아두 등은 수입시에 면세에서 제외하

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의 면세요건 충족시 국내거래면세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고가의 농산물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를 면제하지 

않으나 수입단계 이후에 당해 수입품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서 공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가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즉, 특정재화가 수

입시에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입단계에서는 과세된다 하더라도 수입

단계 이후 국내에서 공 하는 경우에 본 조 제1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면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통칙 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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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수입용도에 불문하고 면세함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

우 당해 미가공식료품이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축‧수‧

임산물에 해당한다면 그 구체 인 용도에 불문하고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으로 

보아 면세한다(통칙 12-40-2).

  를 들어 사료제조용 옥수수 는 , 피 제품제조용 장어, 경주용 말 등

과 같이 수입하는 목 이 식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수입재화는 식용에 공하

는 것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도서·신문·잡지 (법 §12②⑵)

  본 호에서는 도서․신문․잡지의 수입에 하여 면세하고 있는바, 면세범

는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세법 별표 세율표 제49류의 인쇄

한 서 ․신문․잡지․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타이 문서나 도면  

자출 물에 한한다.

  따라서 세율표상의 제49류 에서도 수입인지․우표․우편엽서․ 고선

인쇄물 등의 수입은 면세에서 제외된다.

(3) 과학·교육·문화단체의 고유목적수입 (법 §12②⑶)

과학용 수입재화의 범위와 면세범위

  본 호에서는 학술연구단체․교육기  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

으로 수입하는 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 

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그 경감되는 범 는 세가 완 히 면

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완 히 면세하는 것이나 세가 일부 경

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시행령 제4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세가 감면

되는 것에 한하여 용하되, 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용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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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박물  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참고

품․교육용의 촬 된 필름․슬라이드․ 코드․테이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008. 2. 29 개정)

2. 연구원ㆍ연구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

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8. 2. 29 개정)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 등의설립․운 육성에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하여 수입하는 물품 (99. 1. 29 개정)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하여 수입하는 물품

(2000. 3. 13 개정)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 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  사용하는 것 (2008. 2. 29 개정)

과학용 시설의 범위

  상기 시행령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하여 다음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 시행규칙 제12조의2【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제4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한다. (2008. 4. 22 개정)

1. ｢정부조직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 이 운 하는 

시험소․연구소․공공직업훈련원․공공도서 ․동물원․식물원  시

(2000. 3. 31 개정)

2. 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 (99. 4. 8 개정)

3. ｢산업집 활성화  공장설립에 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리공단의 시 (2004. 1. 26 개정)

4.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

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2. 28 개정)

5. 수출조합 시 (지식경제부장 이 면세추천한 분에 한한다) (2008. 4. 22 개정)

6.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시   연수원 (97. 1. 23 개정)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007. 4. 2 개정)

8. 디자인  포장에 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하여 비 리법인이 개설한 시

(80. 2.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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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  제 (99. 4. 8)

10. ｢과학 육성법｣에 의한 과학 (사립과학   기업 등 부설과학 의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에 한한다) (97. 1. 23 신설)

②  제41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 을 말한다.

(2009. 3. 26 개정)

1. ｢ 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 내지 제24호  제27호의 기 과 동조제3항

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2006. 3. 17 개정)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철도기술연구원ㆍ한국한의학

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2009. 3. 26 개정)

③  제4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 련 공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개정)

1. ｢방송통신 원회의 설치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 원회

(2008. 4. 22 개정)

2.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진흥 원회

(2007. 4. 2 개정)

3. ｢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상물등 원회

(2007. 4. 2 개정)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 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

송진흥원, 사단법인 한국 상미디어 회

④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서 사용하기 

하여 소 앙행정기 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3. 31 신설)

관세감면재화의 범위

  본 호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의 범 는 상기 시행령 제41

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한하는바, 세법상 학술연

구용품의 세감면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세를 감면할 수 있

다. (2010. 12. 30 개정)

1.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

품․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 , 공공직업훈련원, 박물 , 그 밖에 이에 하는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기 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과학기술연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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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용할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제2호의 기 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과

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액의 관세감면비율 적용

  상기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수입시 세가 액 면제되는 경우

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도 액 면제하는 것이나 세가 일부만 경감되는 경우

의 부가가치세면제액은 세가 경감되는 비율 상당액만큼만 면세하고 경감되

지 않는 비율만큼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세이므로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 은 세과세가격에 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을 모두 합계한 액으로 하는바, 세가 액 부과되었을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에 해 세경감율을 곱한 액이 면세되는 과세표 이다. 따라서 

나머지 액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4) 저가 및 특수용 담배 (법 §12②⒁)

  본 호에서는 가담배 등의 수입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 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담배  특수용 담

배에 한한다.

3) 무상·무환·기증 등

면세의 요건 동시충족

  무상이거나 무환  기증되는 것은 본질  의미에서 공 가가 없는 거래

로 보기 어려워 면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분 세도 면제  경감하

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실  실행여건이 불비되어 있다.

  면세되려면 ⅰ) 각 호에 열거된 목 에 합해야 하며 ⅱ) 이를 받은 자가 

당해 목 에 사용  이용하여야 하며 ⅲ) 세가 면제  경감될 것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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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종교·자선·공익목적 면세재화의 범위 (법 §12②⑷)

  본 호에서는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 으로 외국으로부터 종

교단체, 자선단체 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고 있는데 면세되는 재화의 범 는 다음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4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자선단체 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는 구호의 목 으로 기증되는 여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는 사회복리용에 직  제공하는 물품

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것

관세감면목적 재화의 범위

  상기 시행령 각 호에서 세감면을 부가가치세 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세법상 본 호와 련된 세감면재화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세를 면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배용품과 식 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

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는 구호의 목 으로 기증되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

구호시설 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  사용하는 물

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 십자사·외국 십자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 사

활동 는 국제친선활동을 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 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자 등을 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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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 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사회복지법인이 운 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

단하고 치료하기 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2) 국가조직 등에 기증되는 재화

  본 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국가조직에 기증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이때 보세구역내

에서 기증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수입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지방자치단

체에 기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입면장을 발 받았을 때에는 보세구역은 

외국이 아니므로 외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 볼 수 없어 면

세되지 않는 것이다. 본 호에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정

의  범 는 본 조 제1항제7호에서의 개념과 동일하므로 참조하면 된다.

(3) 소액물품의 기증 (법 §12②⑹)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  사용할 것으로 확

정되어 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세

법에 따라 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10. 12. 30 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

정되는 것. 다만, 반복 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세청장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 3. 30 개정)

2. 박람회 기타 이에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하여 수입하는 물품( 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한 원료를 포함

한다). 다만, 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

으로서 세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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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견본·광고용 물품 (법 §12②⑼)

견본광고물의 면세이유

  본 호에서는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고용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이는 상품견본과 고용품을 공 하는 행

를 과세 상인 재화의 공 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으

로 보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제조과정  매과정을 거쳐 실 된 부

가가치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러한 매 진 활동에서

는 부가가치가 아직 실 되지 않았다고 보아 면세하는 것이다.

(5) 행사출품용 무상수입 (법 §12②⑽)

재수출면세 이유

  본 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시회․품평회․ 화제 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는 세법상으로는 재수출면세라 하는데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한다고 본다.

  이러한 재수출 면세 용은 수입면허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경우에 세가 면제되며 그 기한이 지나면 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1년 기한

내에 재수출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공 된 것으로 보아 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품목

  세법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하

여는 그 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1년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따라 

세 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의 범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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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을 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세 장이 정하는 기간

▲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 대상물품 및 가산세 징수대상물

품】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

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 3. 26 개정)

6. 박람회․ 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하는 행사에 출품 는 사용하기 

하여 그 주최자 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당해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4) 관세면제·감면 및 환출입물품

(1) 수출후 재수입 재화 (법 §12②⑿)

면세재화범위

  본 호에서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① 세법 제99조에 따라 

세가 면제되거나, ② 세법 제101조에 따라 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이는 재수입(2년내)되는 재화는 외국에서 창출된 부

가가치를 수입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 상인 재화의 공 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관세법상 재수입재화

  세법상 세가 감면되는 재수입 재화의 범 는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

수리 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 차계약 는 도 계

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 으로 사용하기 하여 수출된 물품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하는 

행사에 출품 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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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는 원자재에 하여 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는 ｢수출용원재료에 한 세 등 환 에 한 특례법｣에 따른 환 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세가 부과

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연구를 목 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액의 관세경감비율 적용

  재화가 수출후 재수입되는 때에 세가 액 면제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도 

액 면제되나, 세  일부만 감면된다면 당해 부가가치세도 세경감비율

만큼만 경감되는바, 이에 하여는 본 항 제3호 해설편을 참조하면 된다.

(2) 수출용 일시수입재화 (법 §12②⒀)

일시 수입재화의 범위

  본 호에서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감면

되는 것으로 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

제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상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인바, 이러한 수출용 일시 수입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목 으로 수

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재화의 공 을 해 일시 수입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 본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세법｣ 제97조에 따

라 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하

여는 그 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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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1년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따라 

세 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의 범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세 장이 정하는 기간

(3) 기타의 관세무세·감면재화 (법 §12②⒂)

관세감면 경감 등에의 종속

  본 호에서는 앞에서 규정한 재화 이외에 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로서 다음의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13조가 정하는 재화에 하여는 부

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이때 세가 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

세도 액 면제되는 것이나 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도 세 경감비율만큼만 경감되는바, 이에 하여는 본 항 제3호 해설편을 참

조하면 된다.

◑ 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5호에 규정하는 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정부에서 직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는 이에 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는 주재하는 국군 는 재외공 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 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장

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 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 이 정하는 조

건에 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항행의 안 에 필요한 기계․기구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

품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8의2. 항공기의 제작․수리 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  앙행정기 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국제올림픽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  사용되는 물품

9의2. 삭  제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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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통신시설․해 통로 그 밖에 이에 하는 시설의 건설 

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 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외국 십자사가 국제평화 사활동 는 국제친선

활동을 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지식경제부장 이 국가안 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 에 변질 는 손상된 것

15. ｢ 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세가 감면되는 물

품

16.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 화․조각․주상․

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 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기 설비품

17의2. 시각․청각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 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

자 등을 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는 제조된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물품

18. 기타 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세의 

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 ․디젤기 차  이식용 각막

19. 삭  제 (2000. 12. 29)

20. 삭  제 (1995. 12. 30)

21. 국가정보원장 는 그 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 보장 목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

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정부가 직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수리 는 정비하기 한 부분품  원재료

▲ 시행규칙 제13조【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제46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2008. 4. 22 개정)

특수목적관세 경감거래

  부분 특수목   특수한 거래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것만 면

세한다.

  동 시행령 제15호에서의 세법 이외의 법령으로 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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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령은 외국인투자 진법이 있다.

5) 국제관례·인적 이동부수물품 등

(1) 이주·이민·상속 (법 §12②⑺)

  본 호에서는 이사․이민 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되는 재화로 세가 면

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는 당해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다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르므로 당해 재화의 수입자인 이사․이민 는 상속을 

받는 자가 외국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할 때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하

으므로 국내로의 수입시에 다시 수입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과세

물건에 하여 이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세하는 것이다.

(2) 여행자휴대·별송·우송품 (법 §12②⑻)

  여행자휴 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다음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여행자 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 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는 별송품

●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세를 면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여행자의 휴 품 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따라 세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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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조약·관습 등 면세 (법 §12②⑾)

조약·관례상의 면세범위

  조약․국제법규 는 국제 습에 의해 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시

행령에서 열거된 재화의 수입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는 국제간의 교류 진  친선도모를 면세로서 장려하기 한 것이다.

◑ 시행령 제43조【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공사  기타 이에 하는 기 의 업무용품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사․공사 기타 이에 하는 사   그 가족이 사용

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기타 이에 하는 기 의 업무용품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공사 ․ 사  기타 이에 하는 기 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

무용품

7. 국제기구 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견된 고문 ·기술단원 기타 이에 하는 

자가 직  사용할 물품

8. 삭  제 (2000. 12. 29)

관세법상의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범위

  본 호에서의 면세규정은 당해 수입재화가 세가 감면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세법상의 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세를 면제한다.

(2010. 12. 30 개정)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공사   그 밖에 이에 하는 기 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사·공사  그 밖에 이에 하는 사 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그 밖에 이에 하는 기 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사 ·공사 · 사   그 밖에 이에 하는 기 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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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

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견된 고문 ·기술단원  그 밖

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Ⅱ.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법 제12조제4항)

1. 면세포기의 개념과 이유

1) 면세포기제도의 이유

면세의 목적과 누적과세배제

  면세재화와 용역을 공 하는 사업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일반과세사업자처럼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공 할 수도 있다.

  면세제도는 당해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당해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한 제도이므로 당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 이 본 법 제11조의 세율에 해당되거나 혹은 다른 과세사

업자에게 공 하는 것이면 면세 용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외국법인이나 과세사업자가 부담할 필

요가 없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고 이러한 간단계의 부가

가치세가 비용화되는 과세 상이 발생하게 된다.

면세포기의 가능범위

  본 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이 세율 용의 

상이 되는 경우와 주로 다른 일반과세사업자에게 공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의 면제를 포기하여 과세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도의 이념이 기본 으로 소비자의 소비지출에 과세하려는 것이

고, 면세도 한 소비자의 소비지출측면에서 그 부담을 감소시키기 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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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면세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공 된다면 면세효과가 으로 달성

되는 반면 과세사업자에게 공 된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면세포기는 이와 같은 에서 면세재화 용역의 부가가치 비 이 

크고, 그것이 과세사업자에게 공 될 가능성이 큰 것에 한하여 제한 으로 인

정되고 있다.

2) 면세포기 대상범위

영세율적용을 위한 면세포기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 하는 자가 공 하는 당해 면세재화나 용역의 공 이 

동시에 세율 용 상 재화나 용역의 공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고 면세포기를 하면 세율을 용한다.

   면세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한 면세재화․용역을 포

함한다(통칙 12-47-5).

  세율 용 상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한 세율 용

상 재화나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정부업무 행단체도 역시 공 하는 재화․용역이 세율에 해당하

는 것인 한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통칙 12-47-3).

일반과세를 위한 면세포기

  면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사업자로 환하고자 면세포기할 수 있는 자는 본 

조 제1항제12호의 주택  부수토지임 용역과 제14호의 인 용역  제17호

의 공익단체가 공 하는 재화용역을 공 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단

체만이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으로는 주택  

부수토지임 용역  인 용역에 하여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다.

포기대상 재화·용역의 범위와 부분포기가능

  세율 용을 한 면세포기는 면세재화나 용역이 세율 용 상재화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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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 경우에는 당해 면세 재화․용역의 종류에 계없이 모두 면세포기할 수 

있고 일반과세를 한 면세포기인 학술  기술연구단체의 경우는 시행령 제

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공 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면세되므로 

모두 면세포기할 수 있다.

  면세포기는 재화나 용역별로 구분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신고된 부분

만에 한하지만 동일한 재화나 용역을 다시 양으로 나 어 포기할 수는 없다.

3) 면세포기효과

(1) 면세포기의 장점과 단점

면세포기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가능함

  면세재화․용역의 공 이 동시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용 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용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입세액이 원가산입되는 면세의 경우보다 그만큼 렴하게 재화․용역

을 공 할 수 있으며 매입시의 과세기간에 본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조기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매 후에야 매출가격을 통하

여 당해 매입세액이 회수되는 면세보다는 회수가 신속하여 유리하다.

  그러나 면세포기 신고하여 세율사업자로 되면 과세사업자로서 본 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이 불편하다.

공급받는 자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 받은 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과세사업자인 경우

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사업자에게 일시에 과세되는 

환수효과가 발생되고 복과세되는 효과 때문에 당해 과세사업자의 재화․용

역가격이 상승된다.

  이런 이유로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

래를 기피하는 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바, 면세사업자는 거래유지나 확 를 

하여 불가피하게 면세포기를 함이 좋다. 따라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세 계산

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를 함으로써 상 방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도

록 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담한 매입세액의 회수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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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과세사업으로 된 경우가 면세사업의 경우보다 빠름은 세율 용의 

경우와 같다.

(2) 면세·영세율·과세의 손익비교

① 영세율적용을 위한 면세포기의 손익효과

  면세재화․용역의 공 이 동시에 세율 용 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서 세율 용에 의한 매입세액을 환 받는 것이 더 유

리하다. 왜냐하면 세율 용을 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 받을 수 있으

나 면세의 경우에는 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사업자：수산업자

수산용품  연료구입：1,000,000(부가가치세 100,000 별도)

부가가치 창출액：1,000,000

내  역 면세적용시 면세포기적용시 비  고

매입물품가액

매입부가세액

매공 가액

매출부가세액

1,100,000

-

2,100,000

-

1,000,000

  100,000

2,000,000

-( 세율 용)

△100,000

  100,000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세율 용을 받아 매입세액 

100,000원을 환 받을 수 있어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동일한 

액만큼 낮은 가격으로 재화를 공 할 수 있게 된다.

② 일반과세적용을 위한 면세포기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유리

  면세공 은 공 받는 자에게 당해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한 부가가치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반면에 앞의 거래단계에서 가되어온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공 받는 자에게 가된다.

  따라서 그 공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나 최종소비자이면 앞의 거래단계에서 



제12조 면  세

315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원가 혹은 소비가격으로 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과세사업자이면 면세사업자의 매출 액에 포함되어 가되어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받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된다.

  결국 학술연구용역 등과 같이 공 받는 자의 부분이 사업자라면 면세로 

공 하는 것보다는 과세로 공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단 을 제거하여 공

받는 자의 세부담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과세와 면세적용의 부담액 계산사례

【사례】

사업자：학술연구단체

학술연구용 기자재구입：1,000,000(부가가치세 100,000 별도임)

부가가치 창출액：1,000,000

항   목 면세포기적용시 면세적용시 비  고

<공 하는 자>

매입가액

매입세액

부가가치창출액

용역가액

매출세액

수 액

납부세액

<공 받는 자>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 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 가

1,000,000

100,000

1,000,000

2,000,000

200,000

2,200,000

100,000

2,000,000

2,200,000

1,100,000

-

1,000,000

2,100,000

-

2,100,000

-

2,100,000

2,100,000

△100,000

100,000

  공 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 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를 함으로써 과세사업자인 공 받는 자는 가되어 온 부가가치세 100,000원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어 용역 가로서 덜 부담하게 된다.

  공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면세포기

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해 공 단계의 부가가치세액만큼을 경감하여 공 받

는 자를 하여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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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포기 절차 및 방법

1) 면세포기신고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방법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이 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 용의 상이 되는 경우와 본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 는 기술연구단체가 면세재화․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않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

세포기신고서를 통하여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면세재화․용역만을 언 하고 있

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재화․용역도 포함되는 것이

며, 한 본 법 제11조에 의한 세율 용 재화․용역만을 언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용 재화․용역도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할세무서장

  시행령 제47조에서 할세무서장이란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재화․용역을 

공 하는 사업장의 할세무서장을 말하는바, 본사와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

인이 농산물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신고

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 받아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세무서장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체는 법한 것으

로 보며 당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수한 세무서장은 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

이 이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 유효기간 (시행령 §47②·③)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면세포기신고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그날로부터 3년간은 신고된 당해 재화와 용역의 공 에 하여 면세를 용받



제12조 면  세

317

지 못한다.

  반면에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면세를 용받고자 

할 때에는 면세 용받고자 하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기재한 면세 용신고서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면세 용신고가 된 날부터 면세한다.

  면세 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면세포기 가능시점과 효력

  면세포기신고는 과세기간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면세포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면세포

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면세포기되는데 면세포기

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세·면세 겸업시 면세포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 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하여 면세포기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하여 본 법 제5조에 의거한 법한 사업자등

록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세포기사업에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

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사업자등록상에 면세포기한 당해 재화․용역

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만의 면세포기 가능

  사업자가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는 종목을 하는 경우에 면세포기는 

일부사업 는 종목에 하여만도 할 수 있다(통칙 12-47-1).

  따라서 여러 사업장  특정한 사업장만 면세포기로 신고하면 당해 사업장

만 면세포기하고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만 포기가 가능하다.

영세율 적용시 국내 공급분 제외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이 동시에 세율 용 상이 되는 경우의 면세포기는 

세율이 용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재화와 용역의 국내 공

에는 면세포기효력이 없다. 따라서 세율 용을 해 면세포기한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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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화라도 국내 공 시에는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통칙 12-47-2).

부수재화·용역 포함

  면세재화나 용역 공 의 면세포기시 당해 재화나 용역공 에 필수 으로 부

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도 면세포기에 포함된다. 만약 면세포기사업자가 

세율 용 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 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 다

면 당해 고정자산을 국내에 공 하여도 과세되는 세율 용 재화에 필수 으

로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면세포기의 법적 효력

과세사업자로서 의무발생

  법히 면세포기신고를 하 다면 그날로부터 일반과세사업자가 된다. 따라

서 본 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 계산서 교부․수

취․제출, 제4장과 제5장에 의한 과세표 과 세액의 신고, 제15조에 의한 부가

가치세의 거래징수, 제31조에 의한 기장의무 등이 발생된다.

매입세액의 공제와 징수 및 전가

  과세사업자로서 수취한 세 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음으로써 

세율의 경우는 조기환 을 받을 수 있고, 과세사업의 경우는 거래징수하여 

매입세액을 가시킬 수 있게 된다.

3년간의 면세 제한

  면세포기의 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신고일

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면세포기일부터 3년

간은 계속 세율이나, 과세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지나치게 변동함으로써 행정상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

기간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모두 받고 면세재화로 공 되는 경우에는 이 혜택

의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두어진 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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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포기기간(3년) 경과후에 면세 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면

세포기한 것으로 본다.

사업양도시의 면세포기 효력

  면세포기효력은 면세포기한 당해 재화․용역에 하여 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양수자에게 승계되며 그 면세포기의 효력은 

양도자가 면세포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계속된다.

  한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

에도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여부에 계없이 승계되므로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다(통칙 12-47-4).

3) 면세포기후 면세적용

면세적용 유효시점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일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면세를 용받고

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면세 용신고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 용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계속하여 면세포기된 것으로 보며 면세

용신고를 하면 그 후부터 면세사업자로 환되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일부 면세 적용가능

  면세 용신고는 면세포기한 재화․용역의 공   일부만에 하여 할 수 

있는데 이는 면세포기 상이 되는 재화․용역  일부만을 면세포기할 수 있

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한 면세 용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시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

용시의 3년간 등과 같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면세 용후 즉시 면세포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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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의 공급의제

  면세포기 기간 에 감가상각 상 등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하고 매입세

액공제를 받았거나 환 받았다면 면세 용신고에 의하여 과세사업에서 면세사

업으로 환하는 시 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잔존재고재화가 있는 경우는 공

의제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