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한 뉴스레터 제 41호를 보내드립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매월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컨텐츠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메일을 지인에게 전달해주셔도 되고, 각 컨텐츠의 링크나 PDF 파일 자체를 여러분의 SNS
및 활동 중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1. 아마존 판매 수수료 인하 안내

아마존은 셀러 여러분이 더 많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2019년 2월 19일부터 일부 카테고리의 상품 판매 수수료 비율
및 적용 가능한 최소 상품 판매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구체적인 인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적용 가능한 카테고리에서 아이템 당 최소 상품 판매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0.30달러로 인하합니다. (*쥬얼리 및 시계 카
테고리의 경우 2.00달러에서 0.30달러로 인하)

 — 유아 (유아 의류 제외), 뷰티, 건강 및 퍼스널 케어 (퍼스널 케어 기구 포함): 총 판매가가 10.00달러 이하인 제품의 상품 판매 수
수료 퍼센티지를 15 %에서 8 %로 인하합니다. 총 판매가가 10.00 달러 이상인 상품의 상품 판매 수수료는 15 %로 유지합니다.

 — 가구 (매트리스 제외): 총 판매가 200달러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 수수료 퍼센티지를 15 %에서 10 %로 인하합니다.
200 달러 이하의 판매가의 상품 판매 수수료는 15%로 유지합니다.

예시) 판매가가 총 500달러인 가구 아이템의 경우 200달러의 15%인 30.00달러, 나머지 300 달러의 10%인 30.00달러를 더한
60달러가 상품 판매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쥬얼리: 총 판매가 250달러 초과액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 퍼센티지를 20 %에서 5%로 인하합니다. 250 달러 이하의 판매가
의 판매 수수료는 20%로 유지합니다.

예시) 판매가가 총 750달러인 쥬얼리 아이템의 경우 250달러의 20%인 50.00달러, 나머지 500 달러의 5%인 25.00달러를 더한
75달러가 판매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식료품 및 고급 식료품: 2018년 8월 16일에 고지한 바대로, 총 판매가가 15.00달러 이하인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 수수료 비율
을 15 %에서 8 %로 인하합니다.

 
*총 판매가는 가격, 배송료, 선물 포장비 또는 기타 비용 포함합니다.

자세한 도움말 확인하기 >

 

 

2. 미국 FBA 수수료 변경 안내

1) 주문 처리 수수료 (2019년 2월 19일자로 변경)

— 배송 중량이 10oz 이하인 소형 표준 크기(small standardsize) 및 대형 표준 크기 아이템(large standardsize items)의 경
우 주문 처리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크기 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의 주문 처리 수수료는 주문 처리 및 운송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합니다.

http://sell.amazon.co.kr/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6920&


 — 크기 초과 아이템의 경우 청구 용적 중량 계산법이 변경됩니다. 포장 비용에 맞추기 위해, 크기 초과 아이템의 용적 중량을 계산
할 때 2인치의 최소 너비 및 높이를 적용합니다.

 — 인화성 물질 또는 가압성 에어로졸 물질을 포함한 위험물 및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한 아이템에 대해 별도의 주문 처리 수수료
가 도입됩니다.

 — 2019년 9월부터 정기 배송 할인 프로그램(Subscribe & Save) 수수료 구조 간소화합니다. 정기 배송 할인 프로그램에 추가하
는 새 아이템마다 5% 또는 10% 일괄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 상세내용 확인하기 >

 

2) 재고 보관 수수료 (2019년 2월 15일자로 변경)

— 일부 장기 보관 수수료 폐지: 주문 처리 센터에 181~365일 동안 보관된 단품에 적용되던 장기 보관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주문
처리 센터에 181~365일 동안 보관된 재고에 적용되는 장기 보관 수수료의 마지막 청구일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365일을 초
과하여 보관된 단품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장기 보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장기 보관 수수료 기본요금 인하: 365일을 초과하여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단품의 장기 보관 수수료 기본요금이 단품당
0.50달러에서 단품당 0.15달러로 인하됩니다. 단품당 0.50달러의 마지막 청구일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 위험물 별도 월 보관 수수료 도입: 아마존에서는 인화성 또는 가압성 에어로졸 물질을 포함하는 위험물에 별도의 월 보관 수수료
를 도입합니다. 다른 상품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는 2019년 3월에 보관되는
아이템부터 적용되며, 2019년 4월 청구분에 반영됩니다.

 

재고 보관 수수료 변경 상세내용 확인하기 >

 

 

3. 일본 FBA 수수료 변경 안내

주문 처리 수수료2019년 2월 21일부터 적용
 

아마존은 FBA 상품 크기 등급(FBA size tier)을 업계 표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상품 크기 등급은 포장된 아이템의 치수(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합에 따라 계산되는 규격과 중량을 고려하여 각 등급(소형, 표준, 크기 초과/Small, Standard, Oversize)으로 결정됩
니다. 주문 처리 수수료는 이 상품 크기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판매가 45,000엔 이상 상품에 대한 주문 처리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폐지합니다.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

 
소형/표준 크기 등급 아이템과 크기 초과 등급 아이템에 대해 별도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를 도입합니다. 1월~9월은 소형/표준 크
기 등급 아이템과 크기 초과 등급 아이템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를 각각 35%와 45% 인하합니다. 또한 10월 12월은 크기 초과
등급 아이템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도 15% 인하합니다.

  
 
장기 보관 수수료2019년 2월 15일부터 적용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181~365일 동안 보관된 단품에 적용되던 장기 보관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다음 재고 정리 날짜 인
2019 년 2 월 15 일에 장기 보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65일을 초과하여 보관된 단품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장기 보관 수
수료가 청구됩니다.

 2019년 8월 15일 이후로는 장기 보관 수수료의 청구 빈도가 연2회에서 월1회로 변경됩니다. 변경될 월별 장기 보관 수수료는 현
재의 10 분의 1에 해당하는 세제곱피트당 17.45엔입니다. 또한 365일 이상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재고에 청구되는 장기 보관
수수료로 단품 단위로 청구되는 월별 장기 보관 수수료 기본요금이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단품당 월 10엔씩 청구될 예정입니다. 월
별 장기 보관 수수료는 단품의 장기 보관 수수료의 합계와 장기 보관 수수료 기본요금 중 더 큰 금액으로 최종 청구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Small and Light)과 멀티 주문 채널 처리의 수수료 업데이트 및 적용 시작일은 2019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ABBX6GZPA8MSZGW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7DQBYCMB6KE58SG


모든 FBA 수수료에는 일본 소비세(Cta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일본 소비세(Ctax) 변경시 이를 반영하여 FBA 수수료 업
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일본 FBA 수수료 변경 상세내용 확인하기 >

 

 

2019년 1월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개최 안내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
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
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일정: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장소: 아마존 글로벌셀링 본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13층 아마존)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신청하기 >

 

*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 소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정책/기능 변경 등 공지 사항, 판매 팁 등을 휴대폰에서 쉽게 받아보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 친구 추가해야하는 이유 3가지 
 1. 아마존 매니저의 핵심 꿀팁 - 아마존 셀링 팁 시리즈 

 2. 각종 아마존 셀링 정책 및 기능 변경 안내 
 3. 주요 행사 일정 안내 및 카테고리 별 인사이트 제공

 
 

아마존 글로벌셀링 카카오 친구 추가하기 >

*모바일 환경에서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편리하게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Amazon Global Selling

아마존 글로벌셀링 한국어 웹사이트 | 유튜브 채널 | 카카오플러스친구 | 블로그 | 셀러 교육페이지 

 
본 뉴스레터 내용은 사용자 편의 목적 상 국문으로 번역/제공됩니다.   아마존의 정책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영문 사이
트 및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귀하의 메일 수신동의를 얻은 후 발송된 메일입니다. 본 메일의 수신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면 이 곳을 클릭하여 수신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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