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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영국 VAT 규제 변경 관련  

2020 년 10 월 28 일  

 영국은 2021 년 1 월 1 일에 EU 의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을 공식적으로 탈퇴할 

예정입니다(비공식적으로는 "브렉시트"라 함). 이날부터 영국은 일련의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영국 고객에게 판매할 때 부과되는 VAT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VAT 규칙에서는 어떤 내용이 변경됩니까? 
 

영국 VAT 등록이 되지 않은 영국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국 이외 지역에 보관된 재고를 배송하는 경우: £15 미만의 상품 판매에 대한 

현재의 VAT 면제는 삭제됩니다. 이제 상품 판매에는 영국 VAT 가 

적용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상품의 배송 가격이 £135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해 영국 VAT 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배송 가격이 £135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VAT 및 수입 

관세를 셀러가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영국 내에 보관된 재고에서 배송하지만 셀러의 사업장 소재지가 영국 외 

지역인 경우 아마존은 이러한 판매에 대해 영국 VAT 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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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AT 등록이 되어 있는 영국 고객(B2B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국 이외 지역에 보관된 재고를 배송하는 경우: 

o £15 미만의 상품 판매에 대한 현재의 VAT 면제는 삭제됩니다. 이제 

상품 판매에는 영국 VAT 가 적용됩니다. 

o 아마존은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135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해 영국 VAT 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B2B 

고객은 스스로 계산하여 영국 VAT 신고서를 통해 VAT 를 납부합니다. 

 영국 정부는 2020 년 4 분기 중에 이러한 변경 사항에 관한 법령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현재의 예상이 

달라지는 경우 최신 소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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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국의 새로운 VAT 규칙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외부에서 영국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국 내에 보관된 재고에서 영국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영국 VAT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셀러의 사업장이 영국 외 

지역에 있는 경우 

셀러는 여전히 영국에서 VAT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 구매, 수입에 부과되는 영국 VAT 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경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셀러 센트럴 계정의 상세 내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리스팅하는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계속해서 VAT 가 포함된 정가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이 도움말 페이지에서 이러한 변경이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변경으로 인해 VAT 등록 의무가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내의 

VAT 등록 및 신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금 아마존 VAT 서비스를 

방문하여 등록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authorization/select-account?returnTo=%2Fvat-registration%2Fv2%2Findex.html%2Fvat-services%3Fref%3Deu_DR_VISALP#/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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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VAT 서비스 바로가기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authorization/select-account?returnTo=%2Fvat-registration%2Fv2%2Findex.html%2Fvat-services%3Fref%3Deu_DR_VISALP#/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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