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유럽] 수수료 조정 연기
2020 년 12 월 24 일

아마존은 2021 년 6 월 1 일까지 연간 주문 처리
수수료 조정을 연기합니다.
지난 12 월 22 일 셀러들에게 아마존의 수수료 조정 연기를 안내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Jeff Wilke 의 메시지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메시지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힘든 시기 귀하의 성공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0 억 달러 이상을 투자
아마존은 이번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의 기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자 모두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공식 플레이북은 아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귀하는 계속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힘든 시기에 귀하의 성공에 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아마존
커뮤니티는 주로 아마존과 아마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 문앞까지 배송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송은 아마존 직원
및 파트너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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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귀하와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로 아마존은 COVID-19 관련
운영비로 이미 10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에 수십 개의 새
배송 스테이션과 주문 처리 센터를 개설하여 주문 처리 및 물류 네트워크 전반의
수용 능력을 50% 향상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400,000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평시(peacetime) 인력 고용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따라서 지급 인센티브 및 보너스에 대한 지출 비용은 250 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아마존은 2020 년에 귀하를 포함한 수많은 셀러분들이 당사의 투자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달성한 점에 대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투자는 셀러 여러분, 고객 그리고 아마존의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2020 년에는 많은 기업에서 추가
요금과 수수료 변경을 통해 경비를 충당했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셀러 여러분을
대신하여 해당 비용의 50 억 달러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2021 년의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귀하와 같은 셀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10 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현재 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다른 물류 제공업체들은 이미 2021 년 연간
수수료 인상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정상적인 해였더라면 아마존도
동일한 수수료 인상 정보를 발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특수 해이므로 아마존은 2021 년 6 월 1 일까지 연간 주문 처리 수수료
조정을 연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가오는 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겨울철 백신
유통 과정에서 셀러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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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휴 시즌 동안 아마존은 고객에게 최고의 특선 상품을 제공하면서 셀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아마존 자체
소매업체에 대한 주문을 제한하여 셀러가 늘어나는 고객 주문량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할 수 있는 셀러 재고 보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 조치가 포함됩니다. 현재 이 이메일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을 이용하는 셀러는 아마존 자체 소매업체에
비해 평균 25% 이상 더 긴 판매 기간(일수)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있는 상품의 60% 이상이 셀러가 제공한 것입니다.
현재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먼데이까지 전 세계 아마존 셀러들의 총 매출액은
이미 48 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 60% 성장한 수치입니다. 귀하의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아마존 자체 소매업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현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귀하는 물론 아마존과 고객에게
모두 서로 윈윈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귀하를 비롯하여 아마존 스토어에서 아마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170 만
이상의 중소기업이 아마존 커뮤니티에 대한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마존은
진심으로 귀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항상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하와 귀하의 가족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ff Wilke

© 2020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Page | 3

작성일자: 2020 년 12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