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입니다.
매월 아마존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
니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컨텐츠를 임
의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년 2월부터 상품 판매 및 FBA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이오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컨텐츠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

상품 판매 수수료 변경
FBA 주문처리 수수료 변경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월별보관, 라벨서비스, 재고처분 주문 FBA 수수료 변경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요약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아마존 상품 판매 및 FBA 수수료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안내1] 상품 판매 수수료 변경
년 2월 18일부터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핸드백, 선글라스

2020

를 초과하는 해당 카테고리 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 수수료가 18%에서 15%로 인하됩니다.

$75

아웃도어, 가구

총 판매 가격 중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품 판매 수수료가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개인 관리 용품

총 판매 가격이 $10 이하인 아이템에 대해 상품 판매 수수료가 15%에서 8%로 인하됩니다.

운동복 의류

의류 카테고리의 17% 상품 판매 수수료율이 청구됩니다.

반지 액세서리

상품 판매 수수료 비율이 45%로 조정됩니다.

아마존 비즈니스

카테고리당 단일 상품 판매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

안내2] FBA 주문처리 수수료 변경

년 2월 18일부터 FBA 주문처리 수수료가 평균 3% 정도로 인상 될 예정입니다.
의류의 경우 $0.40의 상품 당 추가 요금이 면제되었고, 크기 등급에 따른 특정 수수료 목록
이 도입 되었습니다.
1월-9월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는 표준 크기 아이템에 따라 입방 피트당 $0.06으로 인상
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3월에 보관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며, 2020년 4월 청구 비용
에 처음 반영될 예정입니다.
재고 처분 및 폐기 수수료의 경우, 중량에 따라 상품당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FBA 라벨 서비스 (선택사항*) 수수료가 상품당 $0.20에서 $0.30으로 인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2020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

안내3]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년 2월 18일부터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문, 선별 및 포장, 중량 수수료가 중량 별 단일한 상품 당 주문 처리 수수료로 통합될 예정
입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상품의 FBA 라벨 서비스(선택 사항)의 경우, 상품당 $0.10의 수수
료가 청구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상품에 부과되던 장기 보관(주문 처리 센터에서 181~365일 동안
보관된 상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별 장기 보관 수수료 요율이 중단됩니다. 2월 15일부터 모든 표준
FBA 보관 수수료가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재고 처분 및 폐기 주문 수수료가 표준 FBA 변경 사항에 따라 동일
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2020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

안내4] 월별보관, 라벨서비스 및 재고처분 주문에 대한 FBA 수수료 변경
월 월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가 표준 크기 아이템의 세제곱피트당 $0.06씩 인상됩니
다. 2020년 3월에 보관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며, 2020년 4월 청구 비용에 처음 반영됩니다.
크기 초과 아이템에 대한 현재 월 보관 수수료 목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9

년 2월 18일부터 FBA 라벨 서비스(선택 사항) 수수료가 상품당 $0.20에서 $0.30로
인상됩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상품당 수수료는 $0.10입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FBA 재고 처분 및 폐기 주문 수수료가 중량 구간에 따라 청구됩니
다.
2020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2019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서밋 영상 공개

아마존 셀러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2019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서밋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쉽게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고 컨퍼
런스 영상과 후기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서밋 영상 보기

>

이커머스 크로스보더 서밋 포스팅 보기 >

아마존 유럽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
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아마존 유럽 입점 세미나 안내 >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
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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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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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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