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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와 세금:  
판매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
세금은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Wish가 도와드리겠습니다.¹

Wish 마켓플레이스와 세금 의무 이해하기
Wish 판매자들은 한 개의 계정으로 글로벌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Wish에서 
물건을 팔면, 다양한 현지 세금 필요 요건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
정 관할 구역에서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ish에서는 판매자의 세금 경험을 간략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일반
적으로 판매자들은 정확하게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판매세와 VAT 납부 의무를 이행하
고 정확한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조언가 혹은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더 많은 정
보를 확인하세요.

Wish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Wish는 평판이 좋은 제삼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표준 과세율을 결정합니다. Wish의 자동화
된 시스템은 고객이 주문하는 동안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Wish 마켓플레이스 조력자  
만약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조력자 규정을 채택한 관할 구역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한
다면, 대다수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조력자로서 Wish는 자동으로 세금을 청구하고, 
징수하여 판매세, VAT 혹은 기타 유사한 세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판
매자는일반적으로 판매세를 징수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Wish의 에서 
마켓플레이스 조력자 관할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설정 대시보드

세금의 개념과 계산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읽습니다

Wish에서 볼 수 있는 세금들
VAT(부가 가치세)
GST(재화 및 용역 세금)
판매세 및 이용세

이것들은 일부 지역에서 고객이 지불하는 제품 가격에 부과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세
금들입니다. 본인의 사업 운영에 따라 추가적인 타입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VAT 요구 사항의 개요를 찾아 읽습니다.

세금의 개념과 계산법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 읽습니다

*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Wish의 이지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도록 합니다.판매자 세금 정책 페

https://merchant.wish.com/tax/settings
https://merchantfaq.wish.com/hc/en-us/articles/360020810773-Tax-Definitions-and-Calculations-FAQ
https://merchantfaq.wish.com/hc/en-us/articles/4402351430043-EU-VAT-2021-Overview
http://Read more about tax definitions and calculations
https://merchant.wish.com/tax/policy


Wish의 세금 설정
세금이 복잡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Wish는 세금 설정 특
성을 제공하여 판매자들이 세금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매자가 Wish의 세금 설정을 사용하면, Wish가 세금을 징수하기를 원하는 관할 지역
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Wish가 판매세, VAT 혹은 기타 유사한 세금을 그 관할 지역에
서 청구하고 징수하여 판매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판매자는 그것을 현지 세무 기관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로서, VAT 혹은 기타 유사한 세금과 관련된 의무는 사업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는 공급망이며, 특히 배송 출발 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물품을 배송받거나 배송하는 국가 혹은 지역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인
지 고려해야 합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 나열된 국가 또한 Wish가 마켓플레이스 조력자로서 활동하는 곳이
지만, 모든 상황마다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역에서 자
신의 세금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보고서 정보
만약 Wish의 세금 설정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Wish의 세금 보고서 특성을 통해 Wish
에서 부과한 세금 금액을 요약하여 받아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
는  아래에 Wish 판매자 대시보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범
위나 고객 국가를 기준으로 필터링한 다음, 내보내기하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설정

Wish 세금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더 알아보기

Wish 주문 관련 세금 세부사항 보기
판매자가 Wish 판매자 대시보드의  페이지에서 주문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
니다. 주문 ID를 클릭하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담긴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납세 의
무' 필드에서 주문에 부가된 세금이 Wish에 의해 납부되었는지, 혹은 자신이 세금을 납
부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래의 경우, 

 페이지의 세금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지불 내역의  페이지에서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 내역

세금 설정 지불 세부 사항

¹ 이 문서 내부에 담긴 설명서, 콘텐츠, 정보뿐만 아니라 Wish에서 제공한 세금 시스템/수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일반적
인 내용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슈나 사실에 기반을 둔 상황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의견이나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
는 가장 최신의 법률 혹은 기타 정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러한 의무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제삼자 상담가나 조언자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 혹은 세금 관련 조언을 얻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 문서를 읽는 모든 사람은 먼저 관련 관할 지역의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조언을 찾지 않고 행동
하거나 이 문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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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설정은 다음과 같은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U*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
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연합 국가*

세금 설정 활성화하기에 관해 더 알아보기

간접 세금 부과에 관해 더 알아보기  

https://merchant.wish.com/tax/settings
https://merchantfaq.wish.com/hc/en-us/articles/360023802034-Export-Tax-Report-Feature
https://merchant.wish.com/transactions/history
https://merchant.wish.com/payment-history
https://merchant.wish.com/tax/settings
https://merchant.wish.com/tax/settings
https://merchantfaq.wish.com/hc/en-us/articles/360020542793-How-to-activate-and-edit-Tax-Settings-in-Merchant-Dashboard-
https://merchantfaq.wish.com/hc/en-us/articles/360034786253-European-Countries-Indirect-Tax-Col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