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보이스 발행 시 요청사항-대한민국 

 

시그니파이는 지속적으로 업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의 일환으로, 시그

니파이에 대한 공급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청구서)에 관한 전자적 처리 절차를 도입하였습니

다.  

청구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인보이스는 반드시 다음의 내

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시그니파이의 주문서(Purchase Order) 

2. 일반 가이드라인 - 아래 웹 링크를 클릭하여 일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signify.com/global/contact/suppliers/working-with-signify/invoice-

requirements 

3. 아래 기재된 요청사항 

참고: 아래 기재된 “인보이스”라는 단어는, 인보이스와 귀사가 발행한 크레딧 노트(credit note)

를 총칭합니다. 

 

인보이스 발행 시 요청사항                                                                       

시그니파이는 오로지 유효한 원본 인보이스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인보이스가 법적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회계적으로 맞지 않거나 시그니파이 요청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지연

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래 인보이스 발행 시의 요청사항은 현행 법령이나 향후 변경되는 법령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로서 귀사가 발행하는 인보이스가 적용가능한 법령을 모두 준수

함에 대해서는 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아래 나열된 사항에 대해 추가 요청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급자 정보 

⚫ 공급자의 법률상의 명칭으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에 “주문상대방(Order 

to)”으로 기재된 명칭 

⚫ 공급자의 주소로서 반드시 주문서(Purchase Order)에 “주문상대방(Order 

to)”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할 것 

⚫ 공급자의 상세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Tax ID) 

https://www.signify.com/global/contact/suppliers/working-with-signify/invoice-requirements
https://www.signify.com/global/contact/suppliers/working-with-signify/invoice-requirements


 

 

 
 

⚫ 공급자의 대표자 이름 (국내 공급자의 경우) 

⚫ 공급자의 대금 수령 예금계좌 정보로서 은행의 전체 명칭 등 상세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시그니파이의 지급 방법은 계좌 이체로서 수표 지급 또는 기타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 발송 주소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시그니파이 정보 

⚫ 정확한 시그니파이의 명칭으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에 “주문자(Order 

from)”로 기재된 명칭 

⚫ 시그니파이에 대한 청구 주소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에 “주문자(Order 

from)”에 기재된 정보 

크레딧 노트(credit note)의 경우: 원본 인보이스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십시

오. 

⚫ 정확한 귀사에 대해 발행된 정확한 주문번호(Purchase Order number)(인보

이스 당 1개의 주문서)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 중 “주문 참조 코드(Order 

Reference Code)”에 기재된 번호  

인보이스의 첫 번째 페이지에 주문서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참고: 숫자 외에 부가 문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주문서 번호

(Purchase Order number)가 YG8-123456890 인 경우, 녹색 형광 표시된 숫자

만 기재하십시오.  

귀사가 시그니파이의 여러 주문서(Purchase Order)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각 주문번호(Purchase Order number) 당 별개의 인보

이스를 발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시그니파이 사업자등록번호(Tax ID)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바

에 따름 

⚫ 시그니파이 대표자 이름 (국내 공급자의 경우) 

⚫ 배송지 주소 (제품 / 원재료가 배송되는 경우)로서 주문서(Purchase Order) 중 

“제품/서비스 배송처(Goods/Services to be delivered to)” 부분에 기재된 

주소 

인보이스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 “인보이스(Invoice)” 또는 “크레딧/데빗 노트(Credit/Debit Note)” (또는 그



 

 

 
 

와 유사한 단어)가 인보이스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보이스 날짜는 제출일보다 늦출 수는 없습니다.  

⚫ 귀사의 인보이스 참조 번호(Invoice reference number)는 고유한 번호로 하

되 숫자는 16자리 까지만 가능합니다.  

⚫ 통화 (3자리 통화코드, 예를 들어, KRW; USD; EUR; CNY…), 주문서(Purchase 

Order) 중 “통화(Currecy)” 부분에 기재된 통화로 기재하십시오.  

통화는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통화와 일치해야 합니다.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의 상세. 이에는 수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

구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개별 단위 역시 주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아이템 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별 단위는 주문서(Purchase Order) 상의 개

별 단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인보이스에 기재된 수량은 주문서(Purchase Order) 상의 통화를 표기하여 다

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야 합니다.  

✓ 세금 불포함 금액의 합계 

✓ 세금 (세율도 기재) 

복수의 과세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인 과세 비율 및 과세 대상 품

목 합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세금 포함 금액의 합계 

⚫ 인보이스 합계액은 주문서(Purchase Order) 상 기재된 품목 별로 기재되고 (주

문서(Purchase Order)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시그니파이의 아이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 제품 / 원재료에 관한 인보이스의 경우, 제품 / 원재료 인보이스와 동일

한인보이스 상에 그와 관련이 없는 제품 또는 원재료의 비용이나 운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주문서(Purchase Order)에 그러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비용은 제품 / 원재료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이러한 가격은 반드

시 시그니파이의 구매 담당자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지지 않은 비용은 별개의 주문서(Purchase Order)

를 통해 주문되고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면세 사항 – 세금(부가가치세, VAT)이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경우, 관련 



 

 

 
 

과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또는 관련 규정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 리베이트(rebates), 할인(discounts) 및 크레딧(credits)은 (개별 가격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급자 부담 사항 – 부가가치세(VAT)를 귀사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실제 공급일: 제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일 

⚫ 크레딧 노트(credit notes)의 경우, 신용이 제공된 인보이스 번호(invoice 

number being credited)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별 인보이스 당 하

나의 크레딧 노트(credit note)). 

 

인보이스의 제출: 

다음 웹 링크에 기재된 일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보이스를 제출하십시오.  

Invoice Requirements | Signify Company Website 

국내 인보이스: 

국내 인보이스란 동일한 국가 내에서 해당 국가 내에 설립된 주체가 같은 국가 내에 설립된 다

른 주체에 대해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보이스는 현지 또는 회계 규정에 따

라 운영되는 정부 조세 포탈 사이트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적 표기사항 및 데이터 뿐 만 아니라, 공급자 / 시그니파이 정보 및 인보이스 정보와 관

련하여 이 섹션에서 기재된 모든 시그니파이의 요청사항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 대상 법적 주체 대상 코드 국내 인보이스 제출 주소 

시그니파이코리아 주식회사 KR00 / 568891 이세로(eSero)가 www.esero.go.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

라인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정부 조

세 시스템과 연결된 인증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  

 

해외 인보이스: 

해외 인보이스는 해외에 설립된 주체가 국내에 설립된 주체에 대해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의미

합니다. 해외 인보이스는 PDF 파일의 형태로 아래 기재된 관련 이메일 주소로 1회 만 발송하십

시오. 2회 이상 발송하거나 2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로 각각 발송하는 경우, 해당 인보이스는 중

복으로 간주되어 처리 및 지급이 지연됩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 중 “.” 또는 ”-“을 확인하십시오. 

https://www.signify.com/global/contact/suppliers/working-with-signify/invoice-requirements
http://www.esero.go.kr/


 

 

 
 

청구 대상 법적 주체 대상 코드 해외 인보이스 제출 주소* 

시그니파이코리아 주식회사 KR00 / 568891 p2p.invoice.KR00@signify.com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시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보이스에 관한 

문의는 다음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만일 어느 법적 주체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발송하여야 할 지 또는 대상 코드가 무엇인

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경우, 시그니파이로부터 수령하신 주문서(Purchase Order) 또는 귀사

에 대한 주문을 담당한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대상 코드는 “주문자” 부분의 법적 주체의 명칭 

뒤 괄호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세 및 법률적인 측면에서 PDF 문서는 전자적 형식의 인보이스의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

서, PDF 파일을 전자적 형식의 인보이스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다른 형식의 문서 (예

를 들어, 종이 인보이스)는 발행될 수 없습니다. 공급자로서 귀사는 시그니파이에게 발행하는 인

보이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관련 질문: 

독촉서, 제반 서류 또는 기타 질문/부가서류 등은 시그니파이 거래 업체 문의 이메일 주소인 

vq.kr@signify.com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인보이스 전달 이메일로 사용하

지 마십시오.  

인보이스 이메일 내용에 주문서(Purchase Order) 및 인보이스 참조 번호((Invoice reference 

number) (인보이스 복사물도 동일합니다)를 기재하십시오.  

만일 복수의 인보이스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 데이터 복사가 가능한 형식으로 보내주십시오

(가능한 한 엑셀파일).  

기재 과정에서의 오류 및 추가 업무로 인한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귀사의 회계 시스템 화

면의 “프린트 스크린” 형태로는 발송하지 마십시오.  

주문 관련 질문: 

주문서(Purchase Order) / 주문확인(Order confirmation)과 관련된 질문은 주문서(Purchase 

Order) 상의 “관련 문의(Dealt with by” 섹션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vq.kr@signif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