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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를 이용 중인 셀러*라면, 셀러가 보유한 FBA 상품**을 아마존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셀러에 한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ASIN에 한함 

 

고객은 평소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정기 배송을 받을 상품과 수량, 그리고 배송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ubscribe & Save (정기배송)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5%의 할인이 적용되며, 만약 한 달 이내에 한 곳의 주소지로 배송 받는 정기 배송 상품을 

5가지 이상 구독할 경우 전체 주문에 대해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BA를 이용하는 셀러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하여 아마존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여러분의 과거 판매 이력 및 셀러 퍼포먼스 지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FBA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페이지(국문) 또는 본 문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본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셀러 센트럴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신청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재고 보유 비율 (in-stock ratio)이나 전반적인 셀러 퍼포먼스 지표를 개선하면 추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Subscribe & Save 기능 활성화하기: 

셀러 센트럴에 접속 후 Settings 드롭다운 메뉴에서 Fulfillment by Amazon을 선택합니다. Subscription Settings 섹션을 찾아 Edit 

버튼을 클릭 후, Enable을 선택하여 해당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Update를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  

 

 

아마존의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여 아마존의 충성 고객들을 만나보세요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Nov16_contents/FBA+Subscribe+n+Save_Nov16.pdf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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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이제 셀러 여러분들도 아마존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마존의 충성 고객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은 아마존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 특정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배송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배송을 구독하는 고객들은 무료 배송 혜택뿐만 아니라 최대 15%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FBA를 이용하는 셀러로서 여러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FBA 이용 상품들을 아마존의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 해당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특정 상품을 정기 배송으로 받아 보기 원할 경우, 그들은 배송 받을 상품과 수량, 그리고 배송 주기를 직접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ubscribe & Save (정기배송)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5%의 할인이 적용되며, 만약 한 달 이내에 한 곳의 

주소지로 배송 받는 정기 배송 상품을 5가지 이상 구독할 경우 전체 주문에 대해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에는 정기 배송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용하는 Subscribe & Save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본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셀러들은 Subscrive & Save FBA Seller Terms and Conditions를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 아마존은 Subscribe & Save 프로그램 이용 자격 요건 및 할인율을 비롯한 약관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자격 요건 

만약 여러분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셀러라면 셀러 센트럴에서 직접 Amazon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여러분의 과거 판매 이력 및 셀러 퍼포먼스 지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FBA를 이용하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정이 정지되거나 리뷰 중이지 않은 상태 

- 4.7점 이상의 셀러 피드백 평점을 보유 

- 3개월 이상 아마존 셀링을 해 온 상태 

 

만약 셀러 센트럴에서 본 프로그램 참여 기능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셀러 계정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Subscribe & Save 기능 활성화하기 

1. 셀러 센트럴에 접속 후 Settings 드롭다운 메뉴에서 Fulfillment by Amazon을 선택합니다. Subscription Settings 섹션을 찾아 

Edit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Enable을 선택하여 해당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Update를 클릭하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https://www.amazon.com/gp/subscribe-and-save/details/index.html/ref=ag_xx_cont_201620110
https://www.amazon.com/gp/subscribe-and-save/details/index.html/ref=ag_xx_cont_2016201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620160/ref=ag_201620160_cont_2016201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ssof/configuration/index.html/ref=ag_xx_cont_2016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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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이용 가능한 카테고리 

정기 배송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 및 적용되는 정기배송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카테고리 1~4 가지 상품의 정기 배송 

구독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할인율 (단, 모든 

구독 상품이 같은 달 같은 

날짜에 배송되는 경우) 

5 가지 이상의 상품의 정기 

배송 구독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되는 할인율 

(단, 모든 구독 상품이 같은 

달 같은 날짜에 배송되는 

경우) 

화장품 및 미용소품 (Beauty) 5% 15% 

식료품 (Grocery) 5% 15% 

건강 및 유아용품 (Health & Baby Care) 5% 15% 

차량용품 (Automotive Parts & Tools) 5% 10% 

가전제품 (Electronics) 5% 10% 

가정용 공구류 & 거주개선 (Home Tools & Home Improvement) 5% 10% 

산업용품 (Industrial Supplies) 5% 10% 

주방용품 (Kitchen) 5% 10% 

정원용품 (Lawn & Garden) 5% 10% 

악기류 (Musical Instruments) 5% 10% 

사무용품 (Office Supplies) 5% 10% 

아웃도어 (Outdoors) 5% 10% 

애완용품 (Pet supplies) 5% 10% 

스포츠 (Sports) 5% 10% 

장난감 (Toys) 5% 10%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 요구사항 

Subscribe & Save (정기배송)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이 FBA를 통해 

배송되어야 하며 재고 보유 비율 (in-stock percentage)이 최소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고 보유 비율을 확인하려면, 

셀러 센트럴에서 Inventory In Stock 대시보드를 참고하세요. 더하여 셀러의 판매 이력이나 셀러 퍼포먼스 지표 역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난 후 해당 상품이 정기 배송을 통해 

판매되었을 경우 해당 주문이 들어온 당일에 정기배송 할인율이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최종 할인 금액은 최대 15%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고객이 구독한 정기 배송 구독 수와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배송 할인은 

여러분이 지정한 원래 상품 가격에 정기배송 할인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할인된 금액은 여러분이 판매 후 받게 되는 상품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FBA에서는 정기 배송으로 판매된 여러분의 상품 주문의 선별, 포장 그리고 배송을 대행합니다. 

 

중요: Amazon Mom (어머니 고객을 위한 아마존 멤버십 프로그램) 고객이 구매한 기저귀 상품의 경우 구매한 구독 숫자와 무관하게 무조건 

20%의 고정 할인율이 제공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sellingcoach/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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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FBA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쿠폰 및 프로모션 

정기 배송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품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 쿠폰 및 프로모션이 있다면 이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 상품에 20%의 가격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 중에 해당 상품을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고객이 정기 배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정기 배송 할인과 더불어 기존에 

적용되던 20%의 가격 할인을 함께 적용 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받는 할인율은 2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셀러 퍼포먼스 지표 

아마존 정기배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하여 셀러의 퍼포먼스 지표에 대한 리뷰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셀러 퍼포먼스 상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셀러는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한 재고 수준, 아마존의 일반적인 프라이싱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적인 피드백, Subscribe & Save 

주문 취소 시 등). 퍼포먼스 지표가 나쁠 경우 특정 상품의 Subscribe & Save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되거나, 해당 셀러 계정의 

Subscribe & Save 프로그램 자격 요건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Subscribe & Save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오류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셀러 서포트 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주문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주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록 주문과 보충 주문. 

등록 주문은 고객이 정기배송 프로그램을 구독하면서 최초로 결제한 주문입니다. 여러분의 정기배송 오퍼가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되려면, 여러분이 바이 박스를 획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 박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본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충 주문은 고객이 지정한 정기 배송 주기에 맞추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정기배송을 구독하는 고객은 배송 주기를 1달 

단위로 최소 1달에서 6개월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정기배송으로 들어온 주문 내역을 Payment 보고서 페이지의 Transaction View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들을 Subscribe & Save (정기배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시려면 Add or Remove Subscribe & Save 

Products 페이지 (국문)를 참고하세요. 

정기배송과 관련한 주문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시려면 Subscribe & Save Performance Report 를 검색하거나 Subscribe & Save 

Forecasting Report 를 참고하세요.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620110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ref=ag_xx_cont_201620110?&nodeId=1161240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contact-us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Nov16_contents/Add+or+Remove+Subscribe+n+Save+Products_Nov16.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Nov16_contents/Add+or+Remove+Subscribe+n+Save+Products_Nov16.pdf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711700/ref=ag_201711700_cont_2016201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711710/ref=ag_201711710_cont_2016201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711710/ref=ag_201711710_cont_2016201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6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