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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 여러분, 

재고 보관, 주문 처리, 운반, 고객 서비스에 따른 비용 변화에 따라 2017 년부터 미국 아마존 FBA 이용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새로운 이용 수수료 체계의 적용 시점은 2017 년 2 월 22 일부터 입니다. 셀러 여러분이 새로운 비용 체계 변화에 미리 

대비하실 수 있게끔 사전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고 보관 및 주문 처리 비용 조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문 처리 수수료 통합: 2017 년 2 월 22 일부터 주문 건 당 수수료 (Order Handling), 재고 선별 및 포장 수수료 (Pick & 

Pack), 그리고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세 가지 항목이 유닛 당 주문 처리 수수료 (per-unit Fulfillment Fee)라는 

항목으로 통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 문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셀러 화물 발송 시 요구사항 변경: 2017 년 7 월 19 일부터 여러분이 FBA 입고 신청 (Shipment Creation)을 할 때 

아마존은 지금보다 더 자주 화물을 한 개 이상의 주문 처리 센터 (FC)로 나누어 입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아마존의 요청 대로 배정된 여러 곳의 주문 처리 센터로 화물을 입고시킬 수도 있고, 재고 배치 서비스 (Inventory 

Placement Service)를 이용하여 더 적은 숫자의 주문 처리 센터로 화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고 배치 서비스 이용 

시에는 아이템 당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여러분의 몇 곳의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 문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4 분기 재고 보관 수수료 통일: 2017 년 10 월 1 일부터 11 월 및 12 월에만 별도로 적용되던 재고 보관 수수료 요율이 

4 분기 전체로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현행 11 월, 12 월에서 10 월 추가). 이에 따라 11 월 및 12 월의 스탠다드 사이즈 

및 오버 사이즈 상품의 재고 보관에 따른 월 수수료 요율과 동일한 요율이 2017 년 10 월 1 일부터는 10 월에도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 문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4 분기 주문 처리 수수료 통일: 2017 년 10 월 1 일부터 11 월 및 12 월에만 별도로 할인되어 적용되던 주문 처리 

수수료 요율이 4 분기 전체로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현행 11 월, 12 월에서 10 월 추가). 이에 따라 10 월부터 재고 

보관 공간을 줄이고 판매를 늘린 셀러는 전체 FBA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본 문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미디어 상품군 수수료 인상: 2017 년 2 월 22 일부터 미디어 상품에 별도 적용되던 주문 처리 수수료 요율이 사라지고 

비-미디어 상품군과 동일한 주문 처리 수수료 요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상품군의 주문 처리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문 처리 비용 면제 (Zero-Fee Fulfillment) 프로그램 삭제: 2017 년 2 월 22 일부터 $300 이상의 판매 가격의 스탠다드 

사이즈 상품군에 적용되던 주문 처리 비용 면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해당 상품들에는 상품 사이즈에 따른 주문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체계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www.amazon.com/fba-fee-changes 를 방문해주세요. 본 

문서 하단에서는 현행 및 향후 변경될 FBA 수수료와 변화가 적용될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https://www.amazon.com/fba-fee-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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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사이즈 비-미디어 상품군 FBA 주문 처리 수수료 

  

소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초과 2 lbs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2 lbs 초과 

2017 년 2 월 22 일 이전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주문 건 당 수수료 Order Handling + 재고 선별 및 포장 수수료 Pick & Pack +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1 월-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56 $3.02 $4.01 $4.01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56 $3.02 $4.01 $4.01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11 월-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53 $2.88 $3.72 $3.72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2017 년 2 월 22 일 이후 

주문 처리 수수료 (Fulfillment Fee) (유닛 당) 

1 월-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41 $2.99 $4.18 $4.18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39 $2.88 $3.96 $3.96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11 월-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39 $2.88 $3.96 $3.96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의류 (Clothing) 상품 군은 이전과 동일하게 비-미디어 상품군 FBA 주문 처리 수수료에 $0.40 이 추가 과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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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 사이즈 미디어 상품군 FBA 주문 처리 수수료 

  

소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1 lb초과 2 lbs 

이하 

대형 스탠다드 사이즈 

2 lbs 초과 

2017 년 2 월 22 일 이전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주문 건 당 수수료 Order Handling + 재고 선별 및 포장 수수료 Pick & Pack +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1 월-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1.56 $1.91 $2.30 $2.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41/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1.56 $1.91 $2.30 $2.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41/lb.  

11 월-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1.53 $1.77 $2.01 $2.01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7/lb. 

2017 년 2 월 22 일 이후 

주문 처리 수수료 (Fulfillment Fee) (유닛 당) 

1 월-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41 $2.99 $4.18 $4.18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39 $2.88 $3.96 $3.96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11 월-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2.39 $2.88 $3.96 $3.96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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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사이즈 상품 FBA 주문 처리 수수료 

  소형 오버사이즈 중형 오버사이즈 대형 오버사이즈 특대형 오버사이즈 

2017 년 2 월 22 일 이전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주문 건 당 수수료 Order Handling + 재고 선별 및 포장 수수료 Pick & Pack +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1 월-

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6.15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7.93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72.38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0/lb.  

$135.11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92/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6.15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7.93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72.38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0/lb.  

$135.11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92/lb.  

11 월-

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5.94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7.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64.97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76/lb.  

$126.26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8/lb.  

2017 년 2 월 22 일 이후 

주문 처리 수수료 (Fulfillment Fee) (유닛 당) 

1 월-

9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6.85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9.2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9/lb.  

$75.06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0/lb.  

$138.08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92/lb.  

10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6.69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8.73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69.50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76/lb.  

$131.44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8/lb.  

11 월-

12 월 

전체 주문 처리 수수료 

(유닛 당) 

$6.69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8.73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35/lb.  

$69.50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76/lb.  

$131.44 

+ (전체 무게에서 90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88/lb.  

*의류 (Clothing) 상품 군은 이전과 동일하게 비-미디어 상품군 FBA 주문 처리 수수료에 $0.40 이 추가 과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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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보관 수수료 (월 단위 부과) 

  2017 년 3 월 1 일 이전 2017 년 3 월 1 일 이후 

  스탠다드 사이즈 오버사이즈 스탠다드 사이즈 오버사이즈 

1 월-9 월 cubic foot 당 $0.54 cubic foot 당 $0.43  cubic foot 당 $0.64  cubic foot 당 $0.43  

10 월 cubic foot 당 $0.54 cubic foot 당 $0.43  cubic foot 당 $2.35  cubic foot 당 $1.15  

11 월-12 월 cubic foot 당 $2.25 cubic foot 당 $1.15  

 

cubic foot 당 $2.35  cubic foot 당 $1.15  

  

재고 배치 서비스 수수료  (스탠다드 사이즈 유닛 당) 

2017 년 7 월 19 일 이전 2017 년 7 월 19 일 이후 

$0.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10/lb.  

아마존 지정 재고 

처리 센터 숫자 

셀러가 보내고자 하는 재고 처리 센터 숫자 

3 곳 2 곳 1 곳 

3 곳 

수수료 없음 

$0.1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10/lb.  

$0.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10/lb.  

2 곳 

수수료 없음 

$0.2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10/lb.  

1 곳 수수료 없음 

재고 배치 서비스 수수료  (오버사이즈 유닛 당) 

2017 년 7 월 19 일 이전 2017 년 7 월 19 일 이후 

$1.3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20/lb.  

아마존 지정 재고 

처리 센터 숫자 

셀러가 보내고자 하는 재고 처리 센터 숫자 

3 곳 2 곳 1 곳 

3 곳 

수수료 없음 

$0.5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20/lb.  

$1.65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20/lb.  

2 곳 

수수료 없음 

$0.70 

+ (전체 무게에서 2 lb제외한 

무게에 한하여) $0.20/lb.  

1 곳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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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Clothing) 상품군은 이전과 동일하게 비-미디어 상품군 FBA 주문 처리 수수료에 $0.40 이 추가 과금 됩니다. FBA 기초 

포장 서비스 (Prep Services), 재고 처분 및 폐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금번 변화와 무관합니다. 멀티 채널 주문 처리 수수료 

(Multi-Channel Fulfillment Fees)는 이번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입니다.  

 

FBA 는 항상 셀러 여러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 년 동안 이를 위해 개선된 사항 중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료 당일 배송: 27 개의 대도시 권역 750 개 도시 및 타운에 거주하는 프라임 고객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문에 

대하여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카테고리에 걸쳐 3 천만개 이상의 아이템은 여전히 미국 전역의 

프라임 고객들에게 무료로 이틀 내 배송됩니다. 

 정기배송 (Subscribe & Save): FBA 를 이용하는 셀러들은 이제 셀러 센트럴에서 직접 정기배송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반복 구매에 따른 세일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고 계획 도구 (Inventory Planning Tools): 셀러 센트럴의 재고 대시보드 (Inventory Dashboard)를 이용하면 과다 

재고나 재고 부족, 혹은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재고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nventory Dashboard 를 방문해보세요. (셀러 센트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Pan-European FBA (유럽 통합 FBA): 유럽에서 처음 출시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곳의 유럽 내 주문 처리 센터로 

재고를 보내기만 하면 아마존 유럽 5 개 마켓플레이스 동시에서 손쉽게 판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직접 

여러분의 재고를 유럽 전역으로 배치하여 상품을 고객에게 보다 빠르게 배송합니다.  

 제휴 배송사 옵션 확대: 페덱스(FedEx)가 새롭게 아마존의 제휴 배송사로 조인하였습니다. 제휴 배송사 옵션을 

이용하면 여러분은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내 지역에서 미국 주문 처리 센터로 화물을 입고시킬 때 

할인된 요율의 육상 운송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년 FBA 수수료 변화에 따른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수수료 요율표, 각 용어 정의, 예시 등) 

https://www.amazon.com/fba-fee-changes 를 방문하세요. 또한 본 수수료 변화에 따른 공지사항에 피드백이 있으실 경우 us-

fba-fee-announce-feedback@amazon.com 으로 의견을 영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BA 비즈니스팀은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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