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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FBA 이용 수수료 변경 및 박스 내용물 정보 제공 요건 안내 

2015 년, Fulfillment by Amazon 을 이용하는 상품의 양이나 성장률, 그리고 재고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11~12 월 동안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는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포화 상태의 원인 중에는 판매 

부진으로 인해 남은 재고들이 2015 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회전율이 낮은 재고가 누적된 이유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 년 홀리데이 시즌 중 이러한 포화상태를 방지하고자 저희는 주문 처리 센터의 처리 가능 물동량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FBA 이용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11~12 월에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입고한 셀러들이 2016 년 말까지 해당 

상품들을 모두 소진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수료 체계 변화에 따른 준비 시간을 주고자 변경된 수수료 

체계는 2016 년 10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월 별 재고 보관 수수료 (Monthly inventory storage fee) 조정  

표준 사이즈 (Standard size) 및 오버사이즈 (Oversize) 상품의 10 월~12 월 기간 동안의 재고 보관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10 월 동안의 재고 보관 수수료는 인하되었으며, 11 월 및 12 월의 재고 보관 수수료는 인상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수수료는 

2016 년 10 월분의 재고 보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인 2016 년 11 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표준 사이즈의 상품들이 오버사이즈 상품에 비해 더 작은 것은 맞지만, 때때로 이러한 작은 상품들은 보관 및 주문 처리를 

위해 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1 입방피트 (cubic foot)당 수수료가 오버사이즈 상품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고 보관 수수료는 보관되는 재고의 부피 (입방피트 cubic foot)에 근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표준 사이즈 상품의 보관 수수료는 오버사이즈 상품보다 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6 년 10 월 이전 2016 년 10 월 이후 

표준 사이즈  

Standard-size 

오버사이즈 

Oversize 

표준 사이즈 

Standard-size 

오버사이즈 

Oversize 

1 월~9 월 $0.54 per cubic foot $0.43 per cubic foot 변동 없음 변동 없음 

10 월 $0.72 per cubic foot $0.57 per cubic foot $0.54 per cubic foot $0.43 per cubic foot 

11 월~12 월 $0.72 per cubic foot $0.57 per cubic foot $2.25 per cubic foot $1.15 per cubic foot 

11 월과 12 월 동안의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fee)가 인하됩니다 

2016 년 11 월 1 일부터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fee)가 인하됩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11 월~12 월 동안 인상된 재고 보관 수수료로 인해 부담을 느낄 셀러 분들이 판매를 촉진하여 더 빠르게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행되었습니다. 

다만 11~12 월이 지난 이후 2017 년 1 월 1 일부터는 다시 이전의 무게 당 수수료 (weight handling fee)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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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 사이즈 (Standard size) 요율표 

 2016 년 11 월 1 일 이전 2016 년 11 월 1 일 ~ 12 월 31 일 

Media Non-Media Media Non-Media 

Order handling per order  

주문 건 당 수수료 
$0.00 $1.00 변동 없음 변동 없음 

Pick & Pack* per item  

아이템 당 피킹 및 포장비 
$1.06 $1.06 변동 없음 변동 없음 

배송 시 포장된 상품의 무게에 따른 무게 당 수수료 

1 파운드 이하의 작은 표준 

사이즈 Small standard-size 1 lb or 

less  

$0.50 $0.50 $0.47 $0.47  

1 파운드 이하의 큰 표준 사이즈 

Large standard-size 1 lb or less  
$0.85 $0.96 $0.71  $0.82  

1 파운드에서 2 파운드 사이의  

큰 표준 사이즈 

Large standard-size 1 lb to 2 lb  

$1.24 $1.95 $0.95 $1.66 

2 파운드 이상의 큰 표준 사이즈 

Large standard-size over 2 lb 

$1.24 + $0.41/lb 
above the first 2 lb  

$1.95 + $0.39/lb 
above the first 2 lb  

$0.95 + $0.37/lb 
above the first 2 lb 

$1.66 + $0.35/lb 
above the first 2 lb  

*의류 카테고리 상품의 경우 피킹 및 포장비에 추가적으로 아이템 당 $0.40 이 추가 과금됩니다.  

 
 

2. 오버사이즈 (Oversize) 요율표 

 

 2016 년 11 월 1 일 이전 2016 년 11 월 1 일 ~ 12 월 31 일 

Order handling per order 주문 건 당 수수료 $0.00  변동 없음 

Pick & Pack per item 아이템 당 피킹 및 포장비 

Small oversize 작은 오버사이즈 $4.09  변동 없음 

Medium oversize 중간 오버사이즈 $5.20  변동 없음 

Large oversize 큰 오버사이즈 $8.40  변동 없음 

Special oversize 특대 오버사이즈 $10.53  변동 없음 

배송 시 포장된 상품의 무게에 따른 무게 당 수수료 

Small oversize 작은 오버사이즈 
$2.06 + $0.39/lb 
above the first 2 lb 

$1.85 + $0.35/lb 
above the first 2 lb 

Medium oversize 중간 오버사이즈 
$2.73 + $0.39/lb 
above the first 2 lb 

$2.10 + $0.35/lb 
above the first 2 lb 

Large oversize 큰 오버사이즈 
$63.98 + $0.80/lb 
above the first 90 lb 

$56.57 + $0.76/lb 
above the first 90 lb 

Special oversize 특대 오버사이즈 
$124.58 + $0.92/lb 
above the first 90 lb 

$115.73 + $0.88/lb 
above the first 9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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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변경 체계 적용 예시 

만약 여러분이 11 월~12 월 기간 중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 중인 재고를 처분하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로 재고를 

소진시킬 경우 여러분은 전체 FBA 이용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현재 요금 체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납부 시와 새로운 요금 체계 기준으로 재고 수준의 변동이 없을 경우와 보관 

중인 재고 수준을 11% 낮췄을 경우의 실제 발생되는 요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수수료 산정 시 상품은 큰 표준 사이즈 (Large 

Standard-size)이며 미디어가 아닌 일반 상품 (Non-media) 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시 상품> 

 유형: 큰 표준 사이즈의 미디어가 아닌 일반 상품 (Large standard-size, non-media) 

 규격: 7.5 인치 * 5.4 인치 * 2.0 인치 

 상품 무게: 0.5 파운드 

 상품 부피: 0.047 입방피트 

 

 현행 요금체계 기준 
새로운 요금 체계:  

재고 수준 미 변동 시 

새로운 요금 체계:  

재고 수준 11% 낮출 시 

11 월 한 달 동안 판매되고 배송된 아이템 숫자 100 100 100 

11 월 한 달 간 평균 보관 재고 수량 225 225 200 

아이템 당 재고 보관 수수료 $0.03  $0.11  $0.11  

11 월 한 달 동안의 전체 재고 보관 수수료 $7.59  $23.73  $21.09  

아이템 당 주문 처리 수수료  

(Order handling fee + pick & pack fee  
+ weight handling fee) 

$3.02  $2.88  $2.88  

판매된 전체 상품의 주문 처리 수수료  $302  $288  $288  

전체 FBA 이용 수수료 합계 $309.59  $311.73  $309.09  

아이템 당 FBA 이용 수수료 $3.10  $3.12  $3.09  

현행 요금 체계 대비 변동 분  0.65% -0.32% 

 

박스 내용물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2016 년 11 월부터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 (FC)로 입고되는 모든 FBA 화물 개별 박스의 내용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정확한 박스 내용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화물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고될 수 있습니다. 2016 년 9 월에 

박스 내용물 정보를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셀러 센트럴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박스 내용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박스 내용물 정보 파악을 아마존에게 대행시키고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비용은 1 월부터 10 월까지는 아이템 당 $0.10, 11 월부터 12 월까지는 

아이템 당 $0.15 가 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Provide box content information 을 참조하세요.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4113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47840/ref=ag_202047840_cont_2014113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41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