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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Brexit) 관련 업데이트 및 아마존 유럽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아마존 유럽 변경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 셀링 

파트너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2020 년 1 월 31 일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2020 년 12 월 

31일까지는 변화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EU의 정책들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 단일 시장 및 관세 동맹을 공식 탈퇴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국과 EU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영국과 

EU 간에 '관세 국경' 적용이 시작되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아마존 셀링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과 EU 국가 간에, EFN(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을 통한 FBA 주문이 더 이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EU 국가 간에, Pan-European FBA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 내에서는 Pan-European 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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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계속 적용되므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지역 내에서의 재고 

이동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 발송 시 영국과 나머지 EU의 주문 처리 센터에 

각각 나눠서 발송하여 각 국가에서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려면 새롭게 적용될 영국과 EU간 관세 국경을 넘어 배송하셔야 

할 수도 있고, 세관 신고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년 1 월 1 일까지는 아마존 유럽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브렉시트 관련 변화에 대비하여 미리 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준비 방법과 브렉시트 관련 모든 최신 정보는 아마존 BREXIT 지침 

도움말 페이지 및 영국 정부 웹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브렉시트에 따른 판매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셀링 파트너분들이 영국과 

나머지 EU국가 모두에서 판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장기적 사업 확장을 위한 최신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브렉시트 지침 더 확인하기 >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8%8C%EB%A0%89%EC%8B%9C%ED%8A%B8+(Brexit)+%EC%A7%80%EC%B9%A8.pdf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8%8C%EB%A0%89%EC%8B%9C%ED%8A%B8+(Brexit)+%EC%A7%80%EC%B9%A8.pdf
https://sellercentral.amazon.co.uk/gp/help/help.html?itemID=G9KF67HWNN2FQ2NJ&
https://sellercentral.amazon.co.uk/gp/help/help.html?itemID=G9KF67HWNN2FQ2NJ&
https://www.gov.uk/transition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8%8C%EB%A0%89%EC%8B%9C%ED%8A%B8+(Brexit)+%EC%A7%80%EC%B9%A8.pdf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8%8C%EB%A0%89%EC%8B%9C%ED%8A%B8+(Brexit)+%EC%A7%80%EC%B9%A8.pdf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8%8C%EB%A0%89%EC%8B%9C%ED%8A%B8+(Brexit)+%EC%A7%80%EC%B9%A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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