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T 서류제출가이드

01. 필요서류 및 가이드라인

여권 / Passport
여권 스캔본이 아래와 같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사진으로 준비해주십시오.

영문사업자등록증 

Bank Statement
은행 계좌명세서 

해당 가이드북은 VAT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가장 최근의 정보
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VAT 서류제출가이드

01. 필요서류 및 가이드라인
Amazon Market profile

VAT Registration Certificate / Excerpt of Trade Register

Amazon Marketplace Agreement

해당 가이드북은 VAT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가장 최근의 정보
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코리아는 원칙적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셀러센트럴 > 계정정보 > 아래 화면 스크린샷 후 제출 

셀러센트럴>검색 > "Amazon Services Europe Business Solutions Agreement" > 
스크린샷 후 제출
예시 클릭 

영문 사업자 등록증 제출 

Fulfilment Agreement : FBA를 이용할 예정인 경우 
셀러센트럴 > Fulfilment by Amazon > Pan-European FBA 클릭 시 아래 화면이 보이면
스크린캡쳐 후 제출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Images/inline_images/Campaign/tax/deloitte-uk-2-chinese-amazon-marketplace-agreement.jpg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k/Images/inline_images/Campaign/tax/deloitte-uk-2-chinese-amazon-marketplace-agreement.jpg


사업장 주소 (Amazon Market Profile)  
아마존서비스 이용 동의서 (Amazon Marketplace Agreement) 
재고 관리 페이지
배송 페이지 

영국 VAT 등록 시 요구되는 추가 서류 (Additional Document) 는 아래 링크를 통
해 세부적인 진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제공) 

링크 클릭하기 

02. 영국 필요 서류 

Passport

영국 세무당국 HMRC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 판매를 시작할 셀러만이
VAT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배송업체와 귀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계약서 (DHL, UPS 등) 

선하증권( Bill of Lading or Waybill) - 제품이 이미 선적되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Tip : 실제로 제품을 배송이 어려울 경우, 배송 견적 또는 향후 진행을 하고자 한다
는 의사를 전달한 영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선적서류
아래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작한 제품을 주문한 인보이스 또는 재고 보관 증빙 자료 : 해당 자료는 실제
로 셀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으로 보낼 재고가 준비되어 있음을 증
명하는 자료 입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아래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마존 계정 증빙
셀러센트럴에 로그인 하시어, 아래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제공하십시오. 

모든 스크린샷의 화면은 영어로 표시되어야합니다. 

VAT 신청 국가별 요청사항

http://go.amazonsellerservices.com/UKHMRC-FAQ-Oct21-en
http://go.amazonsellerservices.com/UKHMRC-FAQ-Oct21-en


02. 독일 필요 서류

Passport

세무업체로부터 배송 계획에 대한 스크린샷을 요구 받을 경우, 신규 셀러는 아직 해당
리스팅 또는 기존에 생성된 배송계획이 없으므로 *Dummy 리스팅 및 배송 계획을 생
성하여 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Dummy : 실제 판매할 제품이 아닌, 가짜로 생성된 내용 

배송생성계획 요구자료

위 자료를 만드는 방법
Dummy리스팅을 생성합니다. 1.

방법 1 : 셀러의 리스팅 활용 - 아마존 셀러센트럴에서 Inventory(재고) > Manage Inventory(재고관
리) > Edit 옆에 화살표 클릭 >  "Fulfilled by Amazon" 으로 변환 또는 

방법 1로 진행 시 VAT 등록 시작 전에 리스팅 되어 있는 셀러만 이용 가능 

방법 2 :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는 리스팅 활용 - 아마존 셀러센트럴에서 Catalogue > Add Products >
아무 제품이나 검색 후 > 제품 상태 : New 선택 > Sell Yours 를 통해 제품 리스팅 생성 

>>

>>

VAT 신청 국가별 요청사항



생성된 리스팅을 선택 후 Edit > Send/Replenish Inventory 선택하여 배송화면으로 이동 

생성한 리스팅 -> 재고 발송하기 

Complete Shipment Plan
생성된 화면에서 실제 배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송계획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완료된 배송생성계획을 세무업체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됩니다. 

Deloitte 세무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VAT 서류 제출 시 필요하니, 사전에 해당 서류 준비 후 파일 등록
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 스크린샷 저장 이후

배송 생성 페이지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 진행 
Inventory > Manage your FBA Shipments > View/Edit
Contents > Scroll to the bottom > Cancel Workflow



VAT 요율표

Passport

The rate cards below is accurate as of May 2021. Do reach out to your Tax
Providers for the latest rates as well.

Registration Fee
아래 비용은 1회성 비용으로 국가당 최초 1회만 발생됩니다. 

€50/One time fee
Filing Fee
월별 Filing 비용 

1 Country - €33/month
2 Countries - €62/month
3 Countries - €92/month
4 Country - €117/month
5 Countries - €142/month
6 Countries - €142/month
7 Countries - €142/month
*6,7번째 국가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Fiscal Representation
Monthly Fee - If needed

€21/month
For each country fiscal representation is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