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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5 월 1 일 업데이트 

내용 

소개 

• VAT 번호가 필요합니까? 

• VAT 등록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 

• 아마존 VAT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 아마존 V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 – 유럽 및 영국 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셀러 

•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이미 VAT 번호가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VAT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용자 가이드 

• VAT 등록 

• FAQs 

아마존 VAT 서비스 – 유럽연합 국가 및 영국을 기반으로 한 셀러 

•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이미 VAT 번호가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사용자 가이드 

• VAT 등록 

• FAQs 

유용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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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번호가 필요합니까? 

유럽 국가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각 

국가에서 VAT 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VAT 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신 금액에 대한 

VAT 를 회수하고 매출에 대한 VAT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VAT 등록은 어떠한 경우에 필요합니까? 

VAT 등록이 필요한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 유럽연합 외부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유럽연합 외부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국가에서 VAT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기반을 둔 셀러가 중국에서 독일의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영국 외부에서 영국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영국 외부에서 영국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영국에서 VAT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기반을 둔 셀러가 중국에서 영국의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유럽연합 국가 또는 영국에 상품 보관 – 귀하 또는 아마존(또는 타사)이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유럽연합 국가 또는 영국의 주문 처리 센터 간에 재고를 이동하고 보관하는 경우,  상품이 보관되는 

국가에서 VAT 요건이 적용됩니다. 

  

 

중요: 본 VAT 등록 핸드북의 목적은 아마존 셀러의 유럽 VAT 등록 요건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본 문서는 2021 년 5 월 1 일에 업데이트된 아마존 VAT 서비스 가입 

시 VAT 등록에 대한 기본 개념과 VAT 등록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VAT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원활한 판매 경험을 위한 중요한 전문 지식이며,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럽 VAT 교육 핸드북에서는 입문자들을 위한 VAT 주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본 VAT 등록 핸드북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일반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세금,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성립하지 않으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존은 세무 규정 준수 서비스 (예 : VAT 등록 또는 VAT 신고) 또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아마존과 협력하여 외부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수행합니다. 특정 지침 

및 의사 결정 또는 VAT 준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AmazonServices/Site/UK/Product/3P_VAT/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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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 

폴란드 

체코 공화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에는 FBA 프로그램, 영국 FBA 프로그램 또는 Pan-Europe FBA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것이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이 유럽연합 및 영국 마켓플레이스(귀하가 지정한)에 상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유럽연합 비즈니스 고객에게 판매 – 상품이 발송된 유럽연합 국가와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VAT 계산 서비스 및 인보이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5. 영국 비즈니스 고객에게 판매 – 영국에 있는 재고를 영국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VAT 계산 서비스 및 인보이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6. '거리 판매 임계값'을 초과하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판매 – 유럽연합 
국가에서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기반을 둔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판매량이 해당 목적지 
또는 “배송” 국가의 "거리 판매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VAT 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유럽연합 또는 영국 기존 기업의 국내 판매 –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 또는 영국에서 설립되고 해당 
국가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록 기준 액에 따라 등록 임계값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VAT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VAT 및 VAT 등록 임계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아마존 VAT 서비스는 셀러 센트럴을 통해 온라인으로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VAT 등록 및 
VAT 신고 의무를 관리할 수 있는 VAT 규정 준수 솔루션입니다. VAT 규정 준수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유럽 전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이제 7 개 국가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및 체코 공화국. 
 

아마존 VAT 서비스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설립된 국가에서 
VAT 등록 또는 신고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회사가 독일에 설립된 경우, 독일에서 VAT 
등록 또는 신고를 위해 VA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아마존 VAT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는 영국의 정액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business/b2bcentral/grow-b2b-sales/va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business/b2bcentral/grow-b2b-sales/va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actions-that-trigger-vat-obligations?ref=sc_eu_VATedu_euvat_VATtriggers
https://sell.amazon.co.uk/learn/vat-resources.html?ref=reg_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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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 가입에 적합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럽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도록 등록된 모든 아마존 셀러는 제한 없이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021 년 5 월 1 일부터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VAT 등록 : €50 국가별 – 최초 1 회 수수료  

• 세무 대리인: €250 국가별 연간 수수료. 
이 수수료는 귀하를 대신하여 VAT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 세무 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폴란드는 유럽연합 
외부에 기반을 둔 셀러에게 세무 대리인을 요구합니다. 

• VAT 신고 서비스 : 최대 € 399 국가별 연간 수수료. 
더 많은 국가에 신고하시면 VAT 신고 서비스 수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이미 5 개 국가에서 신고한 경우, 이후 추가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VAT 신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VAT 번호를 받고 첫 번째 VAT 신고를 시작하면 월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는 
월별 국가별 최하 33.30 유로(해당되는 경우 추가 세무 대리인 수수료 포함)에서 
시작합니다. 납부하는 실제 수수료는 셀러가 아마존 VAT 서비스에 신청한 국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많은 국가를 신청할수록 국가별로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계층화된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 번째 및 7 번째 국가의 
추가 등록은 무료입니다   

이미 VAT 번호가 있습니까? 
이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국 또는 유럽연합의 셀러입니까? 

이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 수수료 

1 회 최초 등록 수수료 

세무 대리인  

€21/ 월 / 국가 
세무 대리인이 필요한 국가 

VAT 신고 수수료 €33/월 

신고 국가 수에 따른 월 수수료 함계 
 

VAT 등록 수수료 
€50/ 1 회 최초 등록 수수료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1 개 국가의 VAT 를 등록합니다. 
 

영국 또는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폴란드에서 판매 시 

세무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월 수수료 
-필요 시에만 

국가 수 

월 수수료 

합계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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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 – 유럽 및 영국 이외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셀러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VAT 서비스 VAT 등록 및 세무 신고를 처리하는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VAT 규정 준수 
솔루션입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그리고 체코 
공화국에서 제공합니다. 

VAT 등록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기 전, 앞서 언급한 국가들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가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 대해 VAT 등록 번호와 VAT 인증서를 받는 즉시 
셀러 센트럴에서 VAT 신고를 시작합니다. 

• VAT 등록 지원 : 선택한 국가의 VAT 번호 취득을 위한 VAT 등록 절차를 통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온라인 VAT 신고 가능 : 국가의 VAT 등록 번호 및 VAT 인증서를 받으면 해당 국가의 온라인 
신고를 위해 셀러 센트럴로 전환됩니다. 

• 셀러 센트럴의 통합 서비스 : 아마존 거래 (판매, 반품, 국경 간 재고 이동)에 대한 셀러 센트럴 
보고서는 아마존 VAT 서비스에 통합되며, 비 아마존 데이터 및 수입 데이터 (셀러 센트럴에서 
업로드 한대로)와 함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자동으로 공유하여 순 VAT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비용 효율성 : 월 구독료는 월별 국가별 최하 33.30 유로(해당되는 경우 추가 세무 대리인 
수수료 추가)에서 시작합니다. 

• VAT 등록 및 신고 국가에 대한 맞춤 설정 : UK, DE, FR, IT, ES, PL, CZ (최소 1 개국, 최대 7 개국).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선택: 아마존 VAT 서비스는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유럽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여러 지역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 시 설립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협력업체 중에서 원하는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서비스 및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호스팅합니다. 아마존 
셀러는 셀러 센트럴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에서 통합한 아마존 VAT 거래 보고서 검토 

• 아마존 이외 판매 및 구매 거래 내역 제공 (해당하는 경우) 

• VAT 신고 보고서 검토 

• VAT 결제 금액 검토

 

목차로 돌아가기 

 

 

https://www.amazon.co.uk/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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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구독 취소; 

2. 셀러 센트럴과 관련된 모든 질문 

3. 셀러 센트럴을 통한 VAT 신고; 

4. VAT 프로모션 세부사항 및 수수료. 

여기를 클릭하여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로 이동하십시오.> 

아마존은 귀하와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거래 세부 정보를 통합하고 VAT 규정 준수 의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포함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합니다. 아마존은 VAT 등록, 신고서 제출 또는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세무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VAT 등록 및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VAT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 신청서 작성 후 관련 당국에 제출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VAT 번호를 받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국가에 
따라 VAT 번호는 당국에서 귀하에게 직접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거래 데이터 (귀하가 검토하고 제공 한 아마존 및 비 아마존)에 대한 
VAT 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완료합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관련 세무 당국에 최종 VAT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셀러 센트럴의 
대시보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산 초안 및 지불 세부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지불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별 지불 세부 정보와 함께 월별 / 분기별 VAT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VAT 이전 및 VAT 등록 절차 

2.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직접 처리하는 VAT 신고 

3. 세금 고지 및 벌금 관리; 

4. 세금 상담 및 컨설팅 *.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세무 상담 및 컨설팅은 아마존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아마존 VAT 서비스 내에서 VAT 규정 준수 서비스를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support/browse-GB-visa-filing-VISA-ac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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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세금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및 수수료를 검토하십시오. 

이미 VAT 번호가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VAT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신고를 시작하려면, 셀러 센트럴을 탐색하고 기본 탐색 탭의 보고서를 

방문한 다음 'VAT 관리'를 클릭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섹션으로 이동하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 후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VAT 관리"를 

클릭합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제공하지만 세무 상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 이외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vat-services?ref=RegHandbook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vat-services?ref=Reg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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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식을 작성합니다.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양식에 기입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귀하가 

양식을 통해 제공한 답변을 바탕으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잘 파악하고 계정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회사 소재지, 비즈니스 유형 및 아마존 VAT 서비스에 VAT 를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VAT 신고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VAT 등록 인증서 

b. 과거 VAT, Intrastat 및 ESL 환급 

c. 세무 당국과 체납건에 관한 서신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세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한 모든서류는 필수 사항입니다. 

3. 위임장에 서명하고 우편 발송합니다. 

양식과 서류가 확인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지시에 따라 우편으로 확인, 인쇄, 업로드/ 반환할 

수 있는 위임장 서류 세트를 이메일이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온라인 포털을 통해 받게 됩니다. 

4.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VAT 를 신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제품 세무 신고를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표준 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세금 코드를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이미 VAT 번호가 있는데 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정확하고 올바른 VAT 신고를 준비하고 귀하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요청한 AH 서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수 

사항입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려면 어떤 비즈니스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할 때 설립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중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업체로 변경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배정받게 됩니다.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가 공유해야 할 서류를 지정합니다. 

아래에서 자주 요청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AT 등록 인증서 

• 마지막 VAT 신고 사본 

• 이전이 유효한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104830?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104830?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202088390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2020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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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증명서 

• 사진이 부착된 대표자 신분증 

• 정부 게이트웨이 로그인 (영국만 해당) 

• 국가별 POA 양식 작성 (셀러가 서명)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위에 나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절차의 일정은 아마존 VAT 서비스를 이전하는 국가와 서명된 POA 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 ~ 4 주입니다. 

사용자 가이드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동하려면 셀러 센트럴 계정에 로그인하고 기본 탐색 

섹션의 ‘보고서'를 방문한 다음 (a) ‘VAT 관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셀러 센트럴 홈에서 "VAT 

관리"를 클릭합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vat-services?ref=Reg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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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웰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기능과 이점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지금 시작'을 클릭하고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진행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대시보드로 리디렉션됩니다. 향후 언제든지 셀러 센트럴 홈페이지의 
‘보고서’ 탭에서 ‘VAT 관리’를 클릭하여 이 대시보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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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등록  
 

3. 세무 파트너 선택 

1. 프로필 확인 

목차로 돌아가기 

2. 맞춤형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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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정보를 확인합니다.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고 '비즈니스 이름'과 '설립 국가'를 
입력합니다. 

'기존 VAT 번호'를 추가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이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유형, 비즈니스 이름 및 설립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설문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할 사항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팁: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편집’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 

시오. 

제공된 답변은 귀하가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모든 국가에 대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대신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데 사용되며, 귀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VAT 번호 : 

이미 유럽 국가에 대한 기존 VAT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기존 VAT 번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VAT 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세금 설정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완료되면, 이 

대시보드로 바로 돌아오거나 기본 탐색 탭의 ‘ 보고서'에서 ‘ VAT 관리 ‘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영업일 기준 최대 2 일이 소요됩니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 대한 기존 VAT 번호가 

영업일 기준 2 일 후에도 인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국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VAT 등록 대시보드에서 VAT 번호 인증이 보류 중인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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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구독 

이 섹션에서는 VAT 를 등록하려는 국가를 선택하여 구독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추가하려면 '국가 추가'를 클릭합니다. 표시된 국가를 제외하려면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프로모션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아마존 요율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이미 VAT 를 등록하고 유럽연합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국가를 추가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누락된 국가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파트너 선택 

'세무 파트너'섹션에서 기본적으로 배정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제거 

아마존 요율표 
보기 

이용 약관 검토 

국가  
추가 

세무 파트너를 변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VISA_Promo_Terms_V3.pdf


 

 

VAT 서비스  

규정 준수 간소화 

 

기본적으로 배정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변경 방법: 

1. 클릭: '여기 클릭'; 

2. 표시된 옵션 중에서 선호하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하십시오. 

 

 

 

 

 

 

 

 

3. 이용 약관을 검토하십시오. 

4. 완료되면 ‘동의함'을 클릭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다른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거나 원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표시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정 / 선택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이용 약관에 서명 한 후에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VAT 서비스 가입을 확인하려면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아마존의 이용 약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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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락처 정보 제공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한 후 판매자 토큰, 이메일 주소, 연락처 번호 및 WeChat ID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 연락처 양식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주황색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세금 서비스 공급업체가 VAT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올바른 판매자 토큰 

ID 와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여 셀러 센트럴의 상태 대시보드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로 돌아가면 선택한 각 국가의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영업일 기준 3 일 이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상태 대시보드에서 연락처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십시오. 

연락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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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VAT 등록을 시작하십시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VAT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VAT 등록 번호를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VAT 등록 일정은 VAT 를 등록하는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필수 서류의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으로 5 일 이내 귀하의 신청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 세무 당국은 다음 기간 내에 대부분의 VAT 신청을 처리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연락처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공화국 

4 ~ 6 주  

6 ~ 14 주 

9 ~ 11 주  

6 ~ 8 주  

6 ~ 8 주  

4 ~ 6 주  

2 ~ 3 주 

신청서 제출 후 VAT 번호를 받는 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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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등록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VAT 이전 및 VAT 등록 절차 

2.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직접 처리하는 VAT 신고 

3. 세금 고지 및 벌금 관리; 

4. 세금 상담 및 컨설팅 *. 

귀하의 세금 파트너에게 연락하려면 셀러 센트럴  VAT 등록 대시보드에 있는 연락처를 

사용하십시오. 

대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지원할 수 없는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추가 / 제거; 

2. 구독 취소; 

3. 셀러 센트럴과 관련된 모든 질문 

4. 셀러 센트럴을 통한 VAT 신고; 

5. VAT 프로모션 세부사항 및 수수료. 

여기를 클릭하여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하십시오.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세무 상담 및 컨설팅은 아마존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아마존 VAT 서비스 

내에서 VAT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무 상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 이외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 상담을 문의하십시오. 

당사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와 
수수료를 검토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6. VAT 번호 받기 

번호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VAT 번호 및 DE 세금 증명서를 받으면 셀러 센트럴 계정에 추가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VAT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태 대시보드에서 직접 VAT 등록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고 'VAT 신고 시작'을 클릭하여 VAT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VAT 신고 시작'을 

클릭하십시오. 

세금 설정 페이지에 VAT 번호가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VAT 인증서를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support/browse-GB-visa-filing-VISA-acronym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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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하면 국가별로 최초 등록 1 회 VAT 등록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VAT 신고 및 세무 신고는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 신고가 생성된 후 또는 해당되는 경우 

 

FAQs 

1. 셀러 센트럴 계정의 '서비스 관리'메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해 '적합'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VAT 관리' 

탐색 항목('보고서' 아래의 셀러 센트럴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원되는 국가에 대한 VAT 

서비스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VAT 서비스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가입할 때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 등록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를 받으려면 'VAT 관리'로 이동하여 VAT 

등록 챕터에 설명된 대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국가 선택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가 통지되고 표시되며 ‘동의 및 계속’을 클릭하여 선택 및 수수료를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한 후에만 선택한 아마존 VAT 서비스에 

등록되며 각 연간 수수료가 셀러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 및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3. 결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먼저 세금 납부 후 환급받아야 

하나요? 

VAT 등록, VAT 신고 서비스 및 세무 대리인의 수수료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계정에서 직접 

인출됩니다. 인출할 금액과 정확한 인출 날짜를 계정에서 인출하기 전에 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후 아마존에서 바로 요금을 청구합니다.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 이외에 별도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및 수수료를 검토하십시오. 

4. 아마존 VAT 서비스의 월 수수료에는 해당 서비스 구독료와 관련된 VAT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격에는 아마존 VAT 서비스 구독료와 관련된 VAT 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 값은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계정의 잔액에서 공제되며 거래 

페이지에서 '기타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VAT 환급을 통해 일반 입력 VAT 

청구로 VAT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언제 수수료가 청구됩니까?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103520?language=en_GB&ref=su_202103520_cont_202159300
https://sell.amazon.co.uk/learn/vat-resources.html?%23vat-services-on-amazon
https://sell.amazon.co.uk/learn/vat-resources.html?%23vat-services-on-amazon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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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가 영어를 못하는 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VAT 등록 및 신고 시 지원받을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에 등록하면 가입 시 배정된 기본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셀러 센트럴 > 보고서 > VAT 관리 로 이동합니다. 

2. ‘세무 파트너’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3.  기본 설정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하려면(파란색의) ’여기 클릭 ’을 클릭하십시오 

4. 이제 원하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선택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팝업 창에서 '동의'를 클릭하면 더 이상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클릭하지 않고 팝업 창을 닫으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거나 원하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현재 표시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정 / 선택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이용 약관에 서명 한 후에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VAT 등록 및 / 또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직접 이전할 국가를 추가 또는 제거했는데 

대시보드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제 시 선택한 국가의 대시보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제를 완료한 후 직접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새로운 국가 조합에 합의한 경우 해당 내용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귀하가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합의한 최신 국가 목록과 함께 온라인 VAT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귀하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VAT 인증서가 

발급되고 VAT 인증서가 발급되고 선택한 각 국가에 대해 온라인 신고를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VAT 등록 단계에서는 국가 제거만 가능하며 VAT 등록이 완료되고 VAT 신고를 시작하면 

이 옵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된 후 월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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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언제 VAT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고 이전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전이 완료되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아마존 

VAT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변경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등록하고 

접수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존과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시스템에서 신고가 설정되고 

공급업체가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10. 이전 과정에서 VAT 신고는 누가 처리합니까? 

이전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전 과정에서 VAT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셀러에게 달려 있습니다. 

11.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VAT 신고 시작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양식을 작성할 때 원하는 시작 날짜를 비즈니스 정보와 공유할 수 있지만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VAT 신고를 시작할 정확한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2.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면 현재 VAT 번호에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향은 없으며 VAT 번호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고정 요금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요금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13.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로 무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주기 이후에만 VAT 신고 

수수료가 차감됩니다.수수료 및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4. 등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처리하는 VAT 이전 및 VAT 등록 절차 

2.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직접 처리하는 VAT 신고 

3. 세금 고지 및 벌금 관리; 

4. 세금 상담 및 컨설팅 *. 

귀하의 세무 파트너에게 연락하려면 셀러 센트럴  VAT 등록 대시보드에 있는 연락처를 
사용하십시오.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의 세금 상담 및 컨설팅은 아마존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하여 파트너가 제공하는 일부 추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검토하십시오. 
 

https://www.amazon.co.uk/vat
https://www.amazon.co.uk/vat
https://www.amazon.co.uk/va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Tax_Provider_Selection_Flyer_EN_v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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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지원할 수 없는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추가 / 제거; 

6. 구독 취소; 

7. 셀러 센트럴과 관련된 모든 질문 

8. 셀러 센트럴을 통한 VAT 신고; 

9. VAT 프로모션 세부사항 및 수수료. 

여기를 클릭하여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support/browse-GB-visa-filing-VISA-acron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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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 – 유럽연합 국가 및 영국을 
기반으로 한 셀러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는 VAT 등록, 신고 및 제출 요건을 처리하기 위한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가입하면 VAT 등록 절차를 안내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배정됩니다. VAT 등록 

번호를 받으면 셀러 센트럴에서 VAT 신고를 시작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 : 선택한 국가의 모든 VAT 번호를 받으면 온라인 신고를 위해 셀러 

센트럴로 전환됩니다. 

• 셀러 센트럴의 통합 서비스 : 아마존 거래 (판매, 반품, 국경 간 재고 이동)에 대한 셀러 

센트럴 보고서는 아마존 VAT 서비스에 통합되며, 비 아마존 데이터 및 수입 데이터 (셀러 

센트럴에서 업로드 한대로)와 함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자동으로 공유하여 순 VAT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비용 효율성 : 월 구독료는 월별 국가별 최하 33.30 유로(해당되는 경우 추가 세무 대리인 

수수료 추가)에서 시작합니다. 

• VAT 등록 및 신고 국가에 대한 맞춤 설정 : UK, DE,FR, IT, ES, PL, CZ (최소 1 개국, 최대 
7 개국)에서 등록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호스팅합니다. 아마존 

셀러는 셀러 센트럴을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지침에 따라 VAT 등록에 필요한 서류 확보 및 업로드 

• VAT 등록을 위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전자 사본 업로드 

• 아마존에서 통합한 아마존 VAT 거래 보고서 검토 

• 아마존 이외 판매 및 구매 거래 내역 제공 (해당하는 경우) 

• VAT 신고 보고서 검토 

• VAT 결제 금액 검토 

 

 

아마존은 귀하와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거래 세부 정보를 통합하고 VAT 규정 준수 의무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포함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합니다. 아마존은 VAT 등록, 신고서 제출 또는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세무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VAT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서류 수집 및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www.amazon.co.uk/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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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VAT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부 

파트너입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 시 이 핸드북에 설명된대로 VAT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 아마존은 글로벌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인 Avalara 와 협력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VAT 번호를 받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등록하는 동안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귀하의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귀하를 대신하여 각 당국에 VAT 번호를 신청합니다. 신청서가 처리되면 신고를 시작할 수 

있도록 VAT 번호를 귀하와 공유합니다. 

정기적인 VAT 규정 준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 거래 데이터 (귀하가 검토하고 제공한 아마존 및 비 아마존)를 기반으로 VAT 신고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최종 VAT 보고서를 관련 당국에 제출합니다. 

• 효율적으로 지불을 시작하기 위해 국가별 지불 세부 정보와 함께 월별 / 분기별 VAT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VAT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세무 상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외부의 상담 서비스에 별도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세무 전문가에게 세무 상담을 문의하십시오. 

이미 VAT 번호가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VAT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신고를 시작하려면, 셀러 센트럴을 탐색하고 기본 탐색 탭의 보고서를 

방문한 다음 ‘VAT 관리'를 클릭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 섹션으로 이동하여 절차에 대한 설명을 확인한 후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지금 시작 "을 
클릭합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vat-services?ref=Reg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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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양식 작성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온라인 양식에 기입합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하면 

양식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아마존 VAT 서비스는 귀하가 양식을 통해 

제공한 답변을 바탕으로 귀하의 비즈니스를 보다 잘 파악하고 계정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아마존 VAT 서비스에 VAT 를 신청하고자 하는 귀하의 국가, 비즈니스 유형, 회사 소재지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귀하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양식을 조정할 것입니다. 

2.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VAT 신고를 위해 다음을 포함한 여러 서류를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a. VAT 등록 인증서 

b. 과거 VAT, Intrastat 및 ESL 환급 

c. 세무 당국과 체납건에 관한 서신 

온라인 대시보드에서 직접 제공할 서류에 특정 표시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언급된 AH 서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수 사항입니다. 

3. 위임장에 서명하고 우편 발송합니다. 

양식과 서류가 확인되면 위임장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인쇄, 서명하고 지침에 따라 

대시보드에 표시된 주소로 우편으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VAT 를 신고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제품 세무 신고를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또한 표준 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의 세금 코드를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5. 아마존 VAT 서비스로 VAT 신고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대시보드에 지정된 모든 요청을 완료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세무 당국에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고 상태 대시보드의 '다음 단계'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 서류 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VAT 번호가 있는데 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세금 서비스 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위해  

요청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104830?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202088390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2020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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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올바른 VAT 신고. 요청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VAT 등록 인증서 

2. 과거 VAT, Intrastat 및 ESL 환급 

제품에서 언급된 모든 서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수 사항입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려면 어떤 비즈니스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배정됩니다.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가 공유해야 할 서류를 지정합니다. 

아래에서 자주 요청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VAT 등록 인증서 

• 마지막 VAT 신고 사본 

• 이전이 유효한 시기에 대한 세부 정보 

• 회사 설립 증명서 

• 사진이 부착된 대표자 신분증 

• 정부 게이트웨이 로그인 (영국만 해당) 

• 국가별 POA 양식 작성 (셀러가 서명)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위에 나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절차의 일정은 아마존 VAT 서비스를 이전하는 국가와 서명된 POA 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 ~ 4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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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이드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동하려면 셀러 센트럴 계정에 로그인하고 기본 탐색 

섹션의 “보고서”를 방문한 다음 (a) “VAT 관리”를 클릭해야 합니다. 
 

 

 

 

 

 

 

 

 

 

 

 

 

 

 

 

 

‘등록'을 클릭하면 아마존 VAT 서비스로 라우팅됩니다. ‘등록'을 클릭한 후에는 ‘보고서'를 클릭하고 

셀러 센트럴 내에서 ‘VAT 관리'를 선택하여 향후 언제든지 아마존 VAT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 홈에서 "VAT 

관리"를 클릭합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vat-registration/v2/index.html/vat-services?ref=Reg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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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VAT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웰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제품의 기능과 이점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지금 시작’을 클릭하고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진행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대시보드로 리디렉션됩니다. 향후 언제든지 셀러 센트럴 홈페이지의 ‘보고서’ 
탭에서 ‘VAT 관리’를 클릭하여 이 대시보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지금 시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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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간소화 

 

  VAT 등록 

1. 프로필 확인 

2. 맞춤형 구독 

목차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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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유형, 비즈니스 이름 및 설립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설문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할 사항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편집'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하십시오. 

양식을 통해 제공된 답변은 귀하가 다음 단계에서 선택할 모든 국가에 대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대신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데 사용되며, 귀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비즈니스 유형 또는 상호에서 오류가 감지될 경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이 포함된 오류 알림이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제공된 지침에 따라 오류를 수정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대시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기존 VAT 번호 : 

이미 유럽 국가에 대한 기존 VAT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기존 VAT 번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VAT 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세금 설정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완료되면, 이 대시보드로 직접 돌아가거나 기본 탐색 탭의 ‘보고서'에서 ‘VAT 관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유형’, '비즈니스 이름’,‘설립 

국가’를선택합니다. 

‘기존 VAT 번호’ 를 추가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VAT 서비스  

규정 준수 간소화 

 

 

기존 번호 인증은 영업일 기준 최대 2 일이 소요됩니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 대한 기존 VAT 

번호가  영업일 기준 2 일 후에도 인증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버튼을 클릭하고 다른 국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VAT 등록 대시보드에서 VAT 번호 인증이 보류 중인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구독 

이 섹션에서는 VAT 를 등록하려는 국가를 선택하여 구독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추가하려면 '국가 추가'를 클릭합니다. 표시된 국가를 제외하려면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프로모션 이용 약관'을 검토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아마존 요율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이미 VAT를 등록하고 유럽연합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국가를 추가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누락된 국가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 유효한 VAT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VAT 등록 또는 

VAT 신고가 시작됩니다. 

 

셀러 센트럴에 기록된 유효한 VAT 번호 – VAT 신고가 시작됩니다. 

셀러 센트럴에 기록되지 않은 유효한 VAT 번호 – VAT 등록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VAT 서비스 가입을 확인하려면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국가 제거 

국가 추가 
아마존 요 

율표 보기 

이용 약관 검토 

아마존의 이용  

약관 검토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VISA_Promo_Terms_V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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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상태 대시보드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구독하는 국가별 상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검증을 위해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상태 대시보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온라인 양식으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가  
포함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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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옆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할 온라인 

양식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평균 5 ~ 10 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팁을 양식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 끝부분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양식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가 

비즈니스 서류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b) 검증을 위해 서류를 수집하고 업로드합니다. 

비즈니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서류’ 버튼 옆에 있는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을 위한 서류 수집 및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며,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의 설명 
및 샘플, 해당 지역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는 방법에 대한 맞춤형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각 서류 옆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스캔한 원본 

버전을 이 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 옆의 '시작'을 

클릭합니다. 



 

 

VA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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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하면 상태 대시보드에 오류 알림이 표시됩니다. '오류 수정'을 클릭하면 오류에 대한 

설명과 오류 해결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알림을 받고 셀러 

센트럴에 오류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참고: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한 서류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나
는 

오류 알림 및 다음 

단계 

오류 설명 및 오류 해결 

단계 

'오류 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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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와 모든 서류가 확인되고 오류나 누락된 서류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일련의 서류를 다운로드, 서명 및 우편 발송합니다. 

비즈니스 정보와 모든 서류가 확인되면 서명 양식 옆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대시보드에서 국가별 ‘서명 양식’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a) 신청서를 다운로드, 인쇄 및 서명합니다. 

제공된 양식과 서류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작성된 신청서 

• 미리 작성된 위임장 (POA)

'시작'을 클릭합니다. 

서명 양식 

각 서류를 인쇄하고 필요한 곳에 서명하십시오. 서명 후 '전자 서류 업로드’ 
섹션에서 직접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간소화 

 

 

VA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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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자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전자 서류 업로드'(유형당 하나의 서류만)에서 요청된 각 서류를 스캔하고 스캔본을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무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서류가 올바른지 확인되면 

'인증됨으로 표시됩니다. 

 

 

 

 

 

 

 

 

 

 

 

 

 

 

 

 

c) 우편 발송을 위해 특정 서류를 준비합니다 

요청에 따라 원본 서류의 모든 인쇄본을 수집합니다. 단계 (a)를 위해 인쇄한 실제 서명 

서류와 관계 기관에서 수집한 공식 사본을 추가하십시오.   

(a) 신청서를 다운로드, 인쇄 및 

서명합니다 

(b) 전자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c) 특정 서류를 준비하고 

우편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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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지침에 따라 서명된 양식과 원본 서류를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우송합니다. 

화면의 지침에 따라 우편을 통해 서명된 양식과 증빙 서류를 해당 주소의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보냅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서류의 인쇄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서류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의해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를 위해 

세무 당국에 전달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약 체크리스트를 인쇄하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패키지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우편 발송한 후 '종료’ 를 클릭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섹션에 대해 모든 단계가 
'완료'로 표시됩니다. 

서비스 세무 공급업체의 조회 결과 (유효한 상태, 오류 상태)는 대시보드에 표시되며, 나중에 

셀러 센트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로 돌아가면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패키지에 오류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수정 조치를 취할 때는 한 서류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4. VAT 번호 받기 

번호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VAT 번호 및 DE 세금 증명서를 받으면 셀러 센트럴 계정에 추가됩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VAT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태 대시보드에서 직접 VAT 등록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고 'VAT 신고 시작'을 클릭하여 VAT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설정 페이지에 VAT 번호가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VAT 신고 시작'을 

클릭합니다. 

VAT 인증서를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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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를 추가합니다 

원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새로운 국가 추가'를 클릭하여 더 많은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추가’를 클릭하고, 추가할 국가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택한 국가에 대해 기존 VAT 번호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추가합니다 

기존의 VAT 번호를 추가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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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등록 시 선택한 국가의 현재 수수료, 방금 추가한 국가의 새 수수료 및 총 등록 

수수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프로모션 이용 약관'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마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VAT 등록 번호를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VAT 등록 일정은 VAT 를 등록하는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필수 서류의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 

•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영업일 기준으로 5 일 이내 귀하의 신청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합니다. 

• 세무 당국은 다음 기간 내에 대부분의 VAT 신청을 처리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체코 공화국 

4 ~ 6 주  

6 ~ 14 주 

9 ~ 11 주  

6 ~ 8 주  

6 ~ 8 주  

4 ~ 6 주  

2 ~ 3 주 

신청서 제출 후 VAT 번호를 받는 데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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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등록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에 제공된 특정 사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Avalara 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고지 관리; 

2. VAT 등록이 완료된 후, 비즈니스 세부 정보를 변경합니다. 

Avalara 에 연락하려면 아래 경로를 따르십시오. 

셀러 센트럴 > 보고서 > VAT 신고 > FAQ > 세무서 고지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메시지 문의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대신 아마존의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셀러에게 세금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으며 아마존 VAT 서비스 하에서의 

Avalara 의 역할은 VAT 규정 준수 보고에 국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세금 및 

법률 상담을 위해 외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없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세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support/browse-GB-visa-filing-VISA-acronym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tsba/searchpage/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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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러 센트럴계정의 '서비스 관리'메뉴에서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해 '적합'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VAT 관리' 

탐색 항목('보고서' 아래의 셀러 센트럴에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지원되는 국가에 대한 VAT 

서비스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VAT 서비스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가입할 때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국가에 등록하여 아마존 VAT 서비스를 받으려면 'VAT 관리'로 이동하여 VAT 

등록 챕터에 설명된 대로 원하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해당 국가 선택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가 통지되고 표시되며 ‘동의 및 계속’을 클릭하여 선택 및 수수료를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한 후에만 선택한 아마존 VAT 

서비스에 등록되며 각 연간 수수료가 셀러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2. 프로모션이 있습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 및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3. 결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먼저 세금 납부 후 환급받아야 

하나요? 

VAT 등록, VAT 신고 서비스 및 세무 대리인의 수수료는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계정에서 직접 

인출됩니다. 인출할 금액과 정확한 인출 날짜를 계정에서 인출하기 전에 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프로모션 

기간 직후 바로 아마존에서 요금을 청구합니다. 

세무 상담 서비스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마존 VAT 서비스 이외에 별도로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아마존 VAT 서비스의 월 수수료에는 해당 서비스 구독료와 관련된 VAT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격에는 아마존 VAT 서비스 구독료와 관련된 VAT 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 값은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계정의 잔액에서 공제되며 거래 

페이지에서 '기타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VAT 환급을 통해 일반 입력 VAT 

청구로 VAT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FAQs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103520?language=en_GB&ref=su_202103520_cont_202159300
https://www.amazon.co.uk/vat
https://www.amazon.co.uk/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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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제 수수료가 청구됩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에 가입하면 국가별로 최초 등록 1 회 VAT 등록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VAT 신고 및 세무 신고는 해당되는 경우 첫 번째 신고가 생성된 후 또는 해당되는 경우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된 후 월 수수료를 청구하기 시작합니다. 

6.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VAT 등록을 진행하려면 현지 세무 당국에서 귀하의 비즈니스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요구합니다.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주로 귀하가 선택한 모든 국가에 대해 양식에 제공된 

답변을 사용하여 귀하를 대신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므로 귀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록 절차의 일환으로 지방 세무 당국은 VAT 등록 신청서에 여러 지원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비즈니스 활동을 확인하는 인증서 

2. 현지 VAT 등록 인증서 

3. 은행의 공식 서신 

4.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 

VAT 등록에 필요한 서류만 수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8. 여러 개의 서류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VAT 등록 신청은 국가별 세무 당국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VAT 서비스에 따라 

지정된 서류의 공식 사본(세무 당국별 하나씩)을 최대 7 개까지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공식 사본이란 무엇입니까? 복사본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식 사본'은 세무 당국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의 사본입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복사본, 웹 다운로드, 웹 브라우저에서 인쇄한 화면은 세무 당국의 "공인 사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일부 서류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 유형의 서류가 공식적이고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세무 당국은 공증받은 공식 

사본만 수락합니다. 

11. 공증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증인은 다른 관할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법적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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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부 서류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서류 없이도 VAT 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존 VAT 서비스에서 요청한 AH 서류는 필수 사항이며 서류가 없으면 VAT 등록 

요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셀러 서포트에 문의하십시오. 

13.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는 언제 VAT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고 

이전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전이 완료되고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를 아마존 VAT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변경하면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귀하를 등록하고 접수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마존과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 시스템에서 신고가 설정되고 공급업체가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14. 이전 과정에서 VAT 신고는 누가 처리합니까? 

이전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가 이전 과정에서 VAT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셀러에게 

달려 있습니다. 

15. 아마존 VAT 서비스에 대한 타사 세무 서비스 공급업체의 VAT 신고 시작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양식을 작성할 때 원하는 시작 날짜를 비즈니스 정보와 공유할 수 있지만 아마존 VAT 

서비스를 통해 VAT 신고를 시작할 정확한 날짜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6.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면 현재 VAT 번호에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향은 없으며 VAT 번호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고정 요금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 요금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17. 아마존 VAT 서비스로 이전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아마존 VAT 서비스로 무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주기 이후에만 VAT 신고 

수수료가 차감됩니다.수수료 및 현재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support/browse-GB-visa-filing-VISA-acronym
https://www.amazon.co.uk/vat
https://www.amazon.co.uk/vat
https://www.amazon.co.uk/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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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아마존 VAT 서비스: VAT 등록 및 신고를 위한 셀러 센트럴 솔루션. 

 VAT 리소스 웹사이트: 통합 VAT 정보의 1 차 외부 위치입니다.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  아마존 VAT 서비스 수수료 체계를 설명하는 전단입니다. 

 VAT 교육 핸드북: VAT 에 대한 모든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교육 리소스입니다. 

 VAT 계산 서비스: 아마존 셀러에게 모든 아마존 판매에 대한 VAT 계산 및 VAT 송장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KPMG 리트머스 테스트: KPMG 는 VAT 의무가 존재하는 곳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목차로 돌아가기 

https://sell.amazon.co.uk/learn/vat-resources.html?ref=reg_hand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VISA/VISA_Fees_Flyer_EN_v2.pdf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AmazonServices/Site/UK/Product/3P_VAT/EN.pdf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tax/registrations?context=enrollment
https://litmustest.kpmg-vat-compliance.com/?ld=ELUKFBA-pages.amazonservices.com


 

 

VAT 서비스  
규정 준수 간소화 

 
 

 

 

 

 

 

 

 

 

 

 

 

 

 

 

 

 

 

 

 

 

 

 

 

 

 

 

 

 

 

 

 

 

 

 

 

 

 

 

Amazon Services Europe S.a r.L 

38 avenue John F. Kennedy, L-1855 Luxembourg 

Registered in Luxembourg No. B-93815, Share Capital 37.500 EUR, 

Business License Number: 132595, Luxembourg VAT Reg. No. LU 

19647148. 

© 2021 Amazon.com Services, Inc. 또는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