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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랜   드 구 축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이 장의 주요 내용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사용하면 소형/경량의 저가 

(대개 $7 미만) FBA 재고에 대한 주문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는 모든 FBA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미국 전역의 아마존 고객을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문에 대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혜택은 무엇일까요? 

• 이용 요건은 무엇일까요? 

• 어떻게 등록하나요? 



브랜드 구축: 브랜드 소유자를 위한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2  

무엇이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일까요?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는 

Prime 조건을 충족하며, Prime 고객에게는 

표준 배송 (영업일 기준 4~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영업일 

기준 6~8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참조하십시오.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는 가격이 

대개 $7 미만이고 치수가 40x22x10cm(16x9x4 

인치), 중량이 283g(10온스) 이하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주문 처리 방식입니다. 

https://services.amazon.com/fulfillment-by-amazon/small-and-light.htm
https://services.amazon.com/fulfillment-by-amazon/small-and-ligh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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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사용해야 할까요?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프로그램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FBA에 등록하면 아마존의 믿을 수 있는 주문 처리 및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처리 비용 감소: 
평균 판매가가 낮은 상품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고객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장바구니 최소 수량이나 부가적 한계치의 

Detailed reporting이 없습니다. 

 

프라임에 해당하는 주문 제공: 
아마존에서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수백만 명의 

충성 고객에게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사용하면 

소형/경량 상품의 주문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문을 현재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경우,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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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러   의 이 야 기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래 사업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가격이 $7 

미만인 상품에 대해 FBA 

를 활용한 결과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판매량을 기록하는 

동시에 팀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을 통한 주문 

처리(FBA)를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러: 화장품 및 미용소품 제조업체 Cosmetic Solutions(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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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토 리 얼 

어떻게 
등록하나요?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조건을 충족하려면 상품이 다음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위험 상품 또는 성인용 자료로 

분류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초콜릿 등 온도에 민감한 

상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 새 상품이어야 합니다(중고 

상품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매월 10개 이상 판매되는 

90일 이상 경과된 기존 ASIN 

이거나 신규 ASIN이어야 

합니다. 

 
• 아마존 바코드 추적 기능에 

따라 FBA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제조업체 바코드 기준 

상품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소매 상품 포장재를 포함한 

중량이 283g(10온스) 

이하여야 합니다. 

 
• 소매 상품 포장재를 

포함한 치수가 

40x22x10cm(16x9x4인치) 

이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상품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가격이 미화 $7 이하여야 

합니다. 

 
• 투명 비닐봉투에 개별 

포장되어 있거나 수량 라벨이 

명확하게 부착된 상태로 번들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Small and Light Program) 

참조).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Prep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Prep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Prep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Prep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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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 토 리 얼 

어떻게 
등록하나요? 

 

다음 단계를 통해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프로그램에 상품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FBA에 등록하기 
아마존 셀러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계정에 FBA를 

추가합니다. 

 

2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려는 상품 선택하기 
업체 주문 처리 및/또는 표준 FBA와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새 상품을 작성하고,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를 통해서만 주문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수정합니다. 

 

3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Small and 

Light Program)에 상품 등록하기 
승인을 위해 상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등록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4 아마존으로 재고 발송하기 
아마존의 상품 준비 및 배송 작성 지침에 따라 재고를 아마존의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전용 주문 처리 센터로 

발송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ssof-invite/join-fba-redirect.html/ref%3Dasus_fba_how_add?pf_rd_m=A2CA1KKALKCX2O&amp;pf_rd_s=top-6&amp;pf_rd_r=0CZYT68T4J27GPDDYVEB&amp;pf_rd_p=1294425882&amp;scInvite=Y&amp;pf_rd_t=101&amp;pf_rd_i=fba&amp;ld=ASUSFBADirect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ssof-invite/join-fba-redirect.html/ref%3Dasus_fba_how_add?pf_rd_m=A2CA1KKALKCX2O&amp;pf_rd_s=top-6&amp;pf_rd_r=0CZYT68T4J27GPDDYVEB&amp;pf_rd_p=1294425882&amp;scInvite=Y&amp;pf_rd_t=101&amp;pf_rd_i=fba&amp;ld=ASUSFBADirect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OfferCreation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Enrollment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Enrollment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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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범 사 례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 Light) 
다음 사항을 참고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세요! 

 

 

1 경쟁력 있는 가격 설정 
주문 처리 비용을 절감해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재고 확보 
재고 부족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재고 보충 알림 사용 
알림을 사용해 재고 수준을 항상 높게 유지합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상품의 검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많은 아마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무료 

배송 서비스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이에요! ” 

   셀러: 의류 업체 Gadsden and Culpeper(2016년 12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세요. 

•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Small and Light Program) 개요 

•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약관 및 자주 묻는 질문 

•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에 상품 등록 

•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Small and Light Program) 수수료 

• Seller University의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 FBA 스몰 앤 라이트(Small and Light) 등록 가이드 

•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Small and Light Program) (준비 및 포장 지침 포함)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285580&amp;ref_=ag_200285580_a_r1_cont_sgsearch
https://services.amazon.com/fulfillment-by-amazon/small-and-light.htm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70614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ssof/workflow/upload/upload-uno-offer-enrollment.html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706140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courses?ref_=su_courses_c8_m301&amp;courseId=8&amp;moduleId=301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EnrollmentGuide.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FBASnLPrepGuid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