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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 아마존으로 배달하기 

 

본 도움말은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미국 내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 (FC)로 운송하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로 상품을 입고 시키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하셔서 해당 

요건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 

 

여러분이 미국으로 상품을 들여올 때에는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 (Fulfillment Center, FC)는 어떠한 경우에도 FBA 화물의 수입업자(IOR) 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화물의 크기나 물품가액, 원산지,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사, 택배사 

혹은 그 외의 특송사 등의 이용을 위해 화물 운송장 작성 시 IOR 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경우 화물의 인수 거절 

혹은 반송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 (IOR)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건들이 수입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 (2) 반출 허가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3) 추정 관세 및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세금 납부  

 

또한 수입업자 (IOR)은 관련된 모든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상품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요구되는 허가 혹은 승인 없이 금지 혹은 제한된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산물, 식품, 알코올류, 식물과 종자, 어류 혹은 야생 동식물이 들어간 상품, 의약품의 경우 미국으로의 

반입이 금지 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원료에 자주 사용되는 달팽이(Snail), 캐비어(Caviar) 

등은 야생 동식물에 포함되어 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수입 금지 혹은 제한된 물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곳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이 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하면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지와 같은 안내는 관세사 

(Custom Broker)을 통해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비 거주 수입업자 (Non-Resident Importers)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 거주 (외국인) 수입업자로서 미국 내 반입되는 상품의 수입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 

거주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셀러가 이용하는 관세사 (Custom Broker)나 운송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100890/ref=ag_201100890_cont_200280280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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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Customs Brokers) 

 

관세사 (Customs Brokers)는 미국의 관세 및 국경 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 혹은 개인으로서 통관 수속 진행 및 필요 서류 준비, 납부해야 하는 관세 금액 정리, CBP 에 의해 

구류된 상품의 반출 진행, 그리고 그 외의 통관 관련 업무에서의 수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관세사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Locate a Port of Entry” 섹션에 

방문합니다. 상품을 반입하려는 미국 내 주 (State) 및 도시 (City)를 선택 후 도시 정보 하단에 나타나는 “Brokers” 

링크를 클릭하면 미국 내 허가를 받은 관세사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항구로 화물을 발송할지 모를 

경우에는 Fedex, UPS, DHL, Expeditors International, 그리고 Samul Shapiro 와 같은 회사들이 아마존의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www.fedex.com  

UPS: www.ups.com  

DHL: www.dhl.com  

Expeditors International: www.expeditors.com  

Samuel Shapiro: www.shapiro.com  

 

아마존은 가급적 화물을 발송하기 이전에 화물 운송사 (Freight Forwarder) 혹은 택배사 (Courier)에게 미리 연락하여 

해당 화물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나 적용되는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세, 세금, 그리고 운송료 (Duties, Taxes, and Shipping Costs) 

 

아마존은 어떠한 경우에도 FBA 화물과 관련한 관세, 세금, 혹은 운송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화물은 

“목적지관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DDP 혹은 Free Domicile)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만약 FBA 화물이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 도착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 세금, 운송료 납부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해당 화물은 더 

이상 처리되지 않고 인수가 거절됩니다.  

 

운송 관련 서류 (Shipping Documentation) 

 

아마존의 주문 이행 센터 (FC)는 여러분의 화물 운송장 내의 배송지 (“Deliver to”) 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물 운송 장 내에 이 정보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예시 1:  Amazon.com.kydc 로 배송할 경우  

[셀러의 법적 명칭 (Legal Name)] c/o FBA 

1850 Mercer Drive 

Lexington, KY 40511 USA 

 

 

http://www.cbp.gov/?ld=AS
http://www.fedex.com/
http://www.ups.com/
http://www.dhl.com/
http://www.expeditors.com/
http://www.shap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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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Amazon.com.dedc 로 배송할 경우  

[셀러의 법적 명칭 (Legal Name)] c/o FBA 

500 McCarthy 

Lewisberry, PA 17339 USA 

 

화물 발송 시에는 반드시 셀러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운송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셀러에게 연락이 닿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c/o 는 Care of 의 약자로서 다른 사람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의 집에 사는 B 라는 사람에게 편지나 소포를 보낼 경우 받는 사람을 “B c/o A”라고 적어 보내면 

“A 라는 사람의 집의 B 씨에게 전달” 이라는 뜻으로 전달됩니다. 즉, FBA 화물 발송 시 아마존 FC 창고는 화물이 

물리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장소이고, 실제 화물은 셀러의 소유이기 때문에 “셀러명 c/o FBA”라고 이 사실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화물 수취인 (Ultimate Consignee) 

 

비록 아마존이 FBA 화물의 수입자 (IOR)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아마존 기업체명과 함께 “in care of FBA”라는 

문장을 함께 적는 경우에 한하여 셀러의 화물 운송장 내에 화물 수취인 (Ultimate Consignee)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마존을 화물 수취인으로 지정할 경우, 셀러가 고용한 관세사는 반드시 화물을 발송하기 전에 아마존의 

sellerimports@amazon.com 메일로 미리 연락하여 통관을 위한 EIN 이나 Tax ID #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수입 상품의 반환 (Return of Imports) 

 

현재까지 아마존의 주문 이행 센터 (FC)에 보관된 재고를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바로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셀러가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를 반환 받는 옵션 또한 현재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 지역 거주 셀러의 경우 재고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셀러 센트럴에서 처분 신청 

(Removal Order)을 할 때 반드시 재고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주소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셀러 센트럴 원문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2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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