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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리오픈 항목 

영국-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uropean Fulfilment Network)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NF: European Fulfillment Network)를 통해 아마존 유럽 스토어 

계정을 보유하고, FBA(Fulfilment by Amazon)에 등록된 셀러가 영국의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보관하여 EU 국가에서 주문을 처리하고, EU 국가에서 영국에서의 주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을 매장에 재고를 보관할 필요 없이 프라임 배지와 함께 

적격 오퍼를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섹션 2: 영국-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1. 요구 사항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사용하여 영국과 EU 간에 판매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영국 및 EU 셀러 센트럴 계정에 모두 액세스해야 합니다. 

•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EU 매장 중 일부 또는 전체에서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지역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적격 오퍼에 대한 재고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FBA 수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정 -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 - 배송 

프로그램 및 수출 설정 - 활성화됨). EU에서 영국으로 주문 처리하려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및 

스페인에 저장되어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섹션 3의 1 단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사용하여 영국-EU 관세 국경을 넘어 상품을 주문 처리하면, 필요한 경우 

아마존 및 자회사가 셀러를 대신하여 상품을 수출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상업 송장에 서명하는 권한 

포함)을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상업 송장에는 배송 내용물이 항목별로 기재 및 설명되어 있으며, 통관업자 및 

기타 제3자는 이 송장을 통해 상품 수출에 필요한 추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sellercentral.amazon.co.uk/fba/settings/index.html%23/
https://sellercentral.amazon.co.uk/fba/settings/index.htm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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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세부정보 

• 국내 스토어에서 오퍼를 생성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Amazon.co.uk, Amazon.de, 

Amazon.fr, Amazon.it, Amazon.es 스토어에서 오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국 및 EU 오퍼에 대해 

동일한 SKU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외 리스팅 생성(BIL; Build International Listings) 도구를 사용하여 대량 오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리스팅 생성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영국과 EU 모두로 배송하는 경우 현지 재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국내 주문 처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Pan-European FBA를 사용하지만, EU에 재고가 없는 경우 EU 주문은 영국에 있는 재고로 처리되며,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가격을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해외 리스팅 생성(BIL) 가격 책정 규칙을 사용하여 자동 조정하여 가격에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수료 및 부가 가치세(VAT)가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셀러는 가격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격과 가격 책정 규칙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적격성 

특정 제품에는 자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Pan-European FBA 재고 보고서의 European 

Fulfillment Network ASIN 자격 보고서를 통해 오퍼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ropean Fulfillment Network ASIN 자격 파일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스토어 수준에서 EFN 국가 간 

프로그램의 오퍼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수료는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해외 리스팅 생성 도구 를 사용하면 단일 소스 스토어에서 하나 이상의 대상 스토어에 오퍼를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세율, 주문 처리 수수료 및 VAT를 고려하기 위해 수수료 및 세금 가격 책정 규칙에 

대해 조정된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리스팅 생성은 소스 스토어과 동기화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리스팅 생성 외부에서 자동화된 가격 책정 규칙을 사용 

• 각 ASIN에 대한 가격 설정 

• 일괄 업로드를 통해 가격 업데이트 

• 마켓플레이스 웹 서비스 API 사용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202121570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neu/inventory/ref=xx_paneulpg_dnav_xx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neu/inventory/ref=xx_paneulpg_dnav_xx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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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EU 전자상거래 VAT 규정 페이지 또는 영국 전자상거래 

VAT 규정 페이지 

 

5. 부가 가치세(VAT) 

일반적으로 영국과 EU 간 주문 처리 시 목적지 매장에서 VAT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50/£135를 초과하지 않는 B2C(business-to-consumer) 판매의 경우 아마존은 고객이 체크아웃 시 

지불하는 VAT를 계산해야 합니다. €150/£135 이상의 판매 및 모든 B2B(business-to- business) 

판매의 경우 고객은 수입업자이며 수입 VAT 및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고객을 대신하여 

이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 체크아웃 시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수입 수수료의 추정치를 징수합니다. 

 

 

 

 

주의 사항: VAT 정보는 일반적인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며 세금 관련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eu-dr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uk-voec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uk-voec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uk-v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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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영국-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준비 방법 

시작하기: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통해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방법 

› 1단계: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활성화 

› 2단계: 동일한 SKU를 사용하여 오퍼 나열 

› 3단계: 오퍼 가격 확인 

 

1단계: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활성화하기 

여기를 클릭 하여 모든 자격 오퍼를 등록합니다 (설정 -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 - CrossBorder Fulfillment 설정 - ARC 활성화). 

오퍼가 활성화되면 다음을 사용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SIN 자격 보고서 

Pan-European FBA 재고 페이지(보고서 탭 › 영국 및 EU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설정 관리 › 

보고서 다운로드). 

FAQ #15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2단계: 영국 스토어와 EU(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토어 

중 일부 또는 전체에서 오퍼 나열하기 

국내 스토어에서 오퍼를 생성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Amazon.co.uk, 

Amazon.de, Amazon.fr, Amazon.it, Amazon.es 스토어에서 오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통해 

영국 및 EU 오퍼 모두에 대해 동일한 SKU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오퍼 수동 업로드 

• 오퍼 일괄 업로드 

https://sellercentral.amazon.co.uk/fba/settings/index.html?&/
https://sellercentral.amazon.co.uk/fba/settings/index.html?&/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neu/inventory/ref=xx_paneulpg_dnav_xx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neu/inventory/ref=xx_paneulpg_dnav_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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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리스팅 생성(BIL) 도구 무료 사용. 이 도구를 사용하면 단일 소스 마켓플레이스에서 하나 

이상의 대상 마켓플레이스에 이르기까지 오퍼를 쉽게 생성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퍼를 관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리스팅 생성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20212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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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 사용 방법: 

1. 해외 리스팅 생성(BIL) 도구로 이동합니다. 

2. 원하는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아직 추가하지 않은 경우 "대상 마켓플레이스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미 수행한 경우 3단계로 이동합니다(오퍼 가격 확인). 

3. 대상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고 연결 설정에서 "연결 편집"을 클릭합니다. 

4. 적용되는 모든 대상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고 "저장 및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적용되는 경우 "지역별 동일한 규칙 적용"을 선택하고 다른 마켓플레이스(예: FBA 및 Sell 

Fulfilled)에 전파하려는 오퍼 유형을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계속합니다. 

6. 입력을 검토하고 저장하고 계속합니다. 카탈로그가 새로 고쳐지고 동기화될 때까지 4시간 

대기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셀링 파트 서포트로 연락주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리스팅 생성은 소스 스토어과 동기화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리스팅 생성 외부에서 자동화된 가격 책정 규칙을 사용 

• 각 ASIN에 대한 가격 설정 

• 일괄 업로드를 통해 가격 업데이트 

• 마켓플레이스 웹 서비스 API 사용 

오퍼를 수동으로 동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1. 페이지 상단의 셀러 센트럴 홈페이지 드롭다운 메뉴에서 대상 마켓플레이스를선택합니다. 

2. 재고 탭 아래의 "제품 추가"로 이동합니다. 

3. 검색창에 동기화하려는 ASIN을 입력합니다. 

4. 표시된 상품의 상태를 선택하고 "이 상품 판매"를 클릭합니다. 

5. 소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SKU를 사용하여 오퍼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문 처리 채널로 FBA를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마칩니다. 모든 대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작업을 복제하려면 1단계로 돌아가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help/hub/reference/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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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퍼 가격 책정 확인 

세율, 주문 처리 수수료 및 VAT를 계산하려면 오퍼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 

• 각 매장의 FBA 재고 페이지에서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IL을 사용하여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세금 및 수수료 조정" 특별 가격 책정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 규칙은 소스 스토어 가격에 대한 변경 사항 외에 주문 처리 수수료, 세율 및 

환율을 반영하기 위해 소스 스토어 가격을 대상 스토어 가격과 동기화합니다. 

 

BIL: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세금 및 수수료 조정" 특별 가격 책정 규칙을 

활성화하는 방법 

1. 해외 리스팅 생성 도구로 갑니다. 

2. 가격 책정 규칙 옆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지역별 동일한 규칙 적용"을 선택합니다. 적용되는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서 권장 가격 책정 

규칙(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세금 및 수수료 조정)을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계속합니다. 

4. 이 가격 책정 규칙에 맞춤 조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Pan EU 및 

Non-Pan EU FBA 선택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오퍼에 대해 2가지 다른 

가격 책정 규칙(백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주의 사항: 가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BIL 제외 목록에 자동 가격 책정에 대한 

ASIN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사항: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lobal-selling/listings/connect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2010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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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자주 묻는 질문 

1.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사용하여 아마존의 다른 유럽 

스토어에서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영국과 EU 간의 EFN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이용할 때 내 주문에서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주문은 아마존 프라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사용하여 내 제품에 대해 

목적지 스토어에서 Sponsored Products 및 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Sponsored Products 및 거래는 목적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품은 어디로 반품되나요? 

상품은 소스 스토어로 보내집니다. 

5. 가격 책정 규칙이 BIL과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국의 소스 스토어에서 EU의 대상 스토어에 대한 셀러의 가격은 10GBP이고, 환율은 

1GBP=1.17유로입니다. 소스 스토어의 FBA 주문 처리 수수료는 £2.5이고, 대상 스토어의 EFN 

수수료는 €7.66입니다. 소스 스토어의 VAT 세율은 20%이고, 대상 스토어의 VAT 세율은 

21%입니다. BIL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대상 스토어의 최종 가격은 17.52유로입니다. 

아마존은 가격 책정 규칙이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며, BIL로 세금 및 수수료를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6. BIL 가격 책정 규칙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수수료 및 세금 조정"은 내 

주문 처리 수수료를 어떻게 추정합니까? 

특별 가격 책정 규칙은  

a) 다음 고객의 예상 위치, 적용 가능한 주문 처리 프로그램 및 해당 수수료(예: 국내 또는 해외 

주문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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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의 BIL 추정 VAT 요소는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셀러의 실제 VAT 의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BIL은 셀러가 영국 또는 EU 스토어의 리스팅에 대해 정가에서 VAT 요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용도로만 VAT를 가정합니다. BIL은 거래 관련 VAT 계산을 수행하지 않으며, 

아마존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 또한 생성하지 않습니다. VCS가 활성화된 셀러의 경우 VCS에 등록할 

때 별도로 동의한 가격 책정 방법 설정 중에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FBA 요율표를 기반으로 특정 주문 처리 및 추천 수수료 계산을 위한 품목 유형, 중량 및 

치수를 기반으로 주문 처리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리스팅에 수수료 프로모션 적합한 경우 

가격 책정 규칙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이 적용됩니다. 

 

7. BIL 가격 책정 규칙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수수료 및 세금 조정"은 

어떻게 내 VAT를 추정합니까? 

BIL은 해당 스토어 국가의 VAT 세율에 따라 정가의 VAT 요소를 추정합니다. VCS(VAT 계산 서비스)가 

활성화된 셀러라면 VAT 추정은 셀러가 결정한 PTC(상품세 코드) 설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BIL은 항상 

VAT이 포함된 정가를 VAT 추정 기준으로 대상 스토어 국가에서 대상 스토어에서 VAT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또한 BIL은 셀러가 대상 스토어의 국가에 정식으로 VAT 등록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산 추정에서 BIL은 다음과 같은 대상 스토어 국가에서 셀러의 특정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셀러의 발송 국가 

› 상품의 목적지 국가 

› 고객의 VAT 등록 상태(B2B vs B2C) 

› 관련 국가에서 VAT를 등록해야 하는 셀러의 의무 

› 셀러가 특정 VA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 현재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Hazmat, Small and Light, Heavy & Bulky. 

9. EU 규정 준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까? 

상품을 리스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이 해당 시장의 규칙, 규정 및 법률을 준수하는지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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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서비스는 전 세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테스트, 인증, 

검사, 감사, 라벨 부착 및 품질 보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0. 동일한 오퍼에 대해 PanEU 가격과 영국-EU 가격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리스팅에 대한 오퍼당 하나의 가격입니다. 가격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재고 

보충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BIL을 사용하는 경우 주문 

처리 수수료, 세금 및 VAT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 "소스 마켓플레이스와 동일하게 수수료 및 

세금 조정"에서 사용자 정의 조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PanEuropean 

및 FBA 선택(Pan-European 제외)에 대해 백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추가하여 다른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오퍼에 대해 2가지 다른 가격 책정 규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Pan-European FBA용 

• FBA(Pan-EU 제외)용 

11. EU 및 영국 제품 규정 준수 지침(CE 및 UKCA 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로 가시면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12. 내 ASIN 적격성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에 등록했는지 확인하십시오(섹션 3 – 1단계). 

이미 등록한 경우 팝업이 차단되었을 수 있으니 셀러 센트럴에 대해 팝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는 데 최대 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3. 원산지 정보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재고 페이지(아마존 주문 처리)로 이동하여 "비활성"으로 필터링하여 원산지 국가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021년 8월 22일부터 셀러의 주문이 원활하게 국경을 넘어 

배송될 수 있도록 'Country of Origin (COO)' 정보는 필수사항입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rtnernetwork/search?category=6e4bb589-0fbd-4726-aca3-b2a3f3eb1b48&marketplacesIds=UK&supportedLanguages=en&sellerOriginCountryCodes=ES&pageNumber=1&pageSize=48&locale=en-GB
https://sellercentral.amazon.co.uk/partnernetwork/search?category=6e4bb589-0fbd-4726-aca3-b2a3f3eb1b48&marketplacesIds=UK&supportedLanguages=en&sellerOriginCountryCodes=ES&pageNumber=1&pageSize=48&locale=en-GB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3NRFVS4YUYRQ85J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ASP7CFPVS9UC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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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리 센터 

 
 

 
 

14. 이중 인바운드를 하는 것과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제  이중 인바운드(Dual-Inbounding)  영국-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입업자 

(IOR) 

 

아마존 인바운드 

주문 처리 센터 

셀러   고객 

 

목적 소스  주문 처리 센터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uropean Fulfillment Network)를 사용하여 영국 - 

EU 관세 국경 전역에서 상품을 주문 처리하면 필요에 따라 셀러를 대신하여 

아마존 및 자회사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통관업자  고유의 중개인이  

있는 셀러 

(상업 송장 서명 포함). 이 송장은 배송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통관업자 

및 기타 제3자가 제품 수출 EU VAT에 필요한 추가 문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과 EU 간 주문 처리 시 목적지 매장에서 VAT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50/£135를 초과하지 않는 B2C(business-to-consumer) 판매의 경우 

아마존은 고객이 체크아웃 시 지불하는 VAT를 계산해야 합니다. €150/£135 

이상의 판매 및 모든 B2B 판매의 경우 고객은 수입업자이며 수입 VAT 및 

관세를 지불합니다. 

VAT 등록 번호 요구 목적지 스토어에 VAT 

등록 번호 요구 

아마존은 고객을 대신하여 이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 체크아웃 시 

고객으로부터 이러한 수입 수수료의 추정치를 징수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EU 전자상거래 VAT 규정 

페이지 또는 영국 전자상거래 VAT 규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주의 사항: VAT 정보는 일반적인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며 세금 관련 조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수료  현지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고객 쇼핑 

경험 

고객이 현지 

사이트에서 오퍼를 

보며, 상품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수입품으로 봅니다.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eu-dr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eu-dr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eu-dr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c/vat-education/uk-voec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https://m.media-amazon.com/images/G/02/selldot/migration/rate-cards/211021-FBA-Rate-Card-UK.pdf?initialSessionID=258-7924643-0750846&ld=SDESSOADirect&ldStackingCodes=SDESFBADirect%3ESDESSOADirec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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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퍼 수준에서 프로그램 등록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SIN 적격성 

보고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셀러의 계정이 영국과 EU 간의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에 등록되면 모든 적격 선택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오퍼 수준에서 프로그램 등록을 관리할 수 있는 새 보고서가 셀러 센트럴에서 

제공됩니다. 

• 이 페이지를 찾으려면 재고 > Pan-European FBA 재고 > "보고서" 탭 선택으로 이동하십시오. 

• 이 페이지에서 새 보고서는 "영국 및 EU에서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설정 관리"라는 

네 번째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 적격성 보고서를 생성하고 액세스하려면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계정에 있는 오퍼 수에 따라 

처리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생성 중인 파일이 없으면 브라우저가 셀러 

센트럴의 팝업을 차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파일을 열면 3개의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파일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도움말 지침" 탭입니다. 

› "경고 설명" 파일은 오퍼에 대한 잠재적 부적격 사유와 조치를 통해 오퍼의 적격 전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등록" 탭에서 지역별 오퍼 상태를 확인하고 영국에서 EU EFN 프로그램으로 오퍼의 추가 

또는 제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오퍼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관련 로케일의 "활성화/비활성화" 열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열에는 오직 "예/아니요"로 입력하십시오. 

• 등록 상태를 업데이트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와 동일한 형식(.xls 또는 .xlsx)으로 저장합니다. 

• 그런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한 Pan-European FBA 재고 보고서 페이지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업로드"를 클릭해야 합니다. 

16. CE 마크 상품에 대한 책임자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까? 

예. 2021년 7월 16일부터 이 규정은 CE 마크 상품과 관련해, 유럽 연합 내에 있는 사람이 상품 

규정 준수를 위한 연락 담당자(‘책임자’)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8AECGHY2KLD88D7


15 

 

 

 

17. 프랑스와 독일로의 판매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2022년부터 프랑스 및/또는 독일에서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아마존은 셀러가 

판매하는 국가에서 EPR(생산자책임활용제도)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셀러의 EPR 등록 번호를 수집하고 검증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YDCAK9ZR6VJH2X3
https://sellercentral.amazon.co.uk/help/hub/reference/GYDCAK9ZR6VJH2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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