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A 수수료 변경 사항 안내

1. FBA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
1-1)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1-2) 2020 년도 월별 보관, 라벨 서비스 및 재고 처분 주문에 대한 FBA 수수료 변경
1-3) FBA New Selection Program 런칭 예정

© 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Page | 1

작성일자: 2019 년 12 월

1. FBA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


2020 년 2 월 18 일부터 FBA 주문 처리 수수료가 평균 3% 정도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류의 경우 $0.40 의 상품 당 추가 요금이 면제되었고, 크기 등급에 따른 특정 수수료 목록이 도입됐습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주문, 선별 및 포장, 중량 수수료가 단일한 상품 당 주문 처리 수수료로
통합됩니다.



1 월~9 월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는 표준 크기 아이템에 대해 입방 피트당 $0.06 인상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 년 3 월에 보관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며, 2020 년 4 월 청구 비용에 처음 반영됩니다.



재고 처분 및 폐기 수수료의 경우, 중량에 따라 상품당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FBA 라벨 서비스(선택 사항) 수수료가 상품당 $0.20 에서 $0.30 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 년 미국 FBA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 사항”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1-1)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2020 년 2 월 18 일부터 다음과 같이 수수료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문, 선별 및 포장, 중량 수수료가 중량 별 단일한 상품 당 주문 처리 수수료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상품의 FBA 라벨 서비스(선택 사항)의 경우, 상품당 $0.10 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상품에 부과되던 장기 보관(주문 처리 센터에서 181~365 일 동안 보관된 상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별 장기 보관 수수료 요율이 중단됩니다. 2 월 15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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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1-2) 2020 년도 월별 보관, 라벨 서비스 및 재고 처분 주문에 대한 FBA 수수료 변경


1 월~9 월의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가 표준 크기 아이템의 세제곱피트당 $0.06 씩 인상됩니다. 2020 년 3 월에
보관되는 상품부터 적용되며, 2020 년 4 월 청구 비용에 처음 반영됩니다. 크기 초과 아이템에 대한 현재 월 보관
수수료 목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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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18 일부터 FBA 라벨 서비스(선택 사항) 수수료가 상품당 $0.20 에서 $0.30 로 인상됩니다.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의 경우 상품당 수수료는 $0.10 입니다.



2020 년 2 월 18 일부터 FBA 재고 처분 및 폐기 주문 수수료가 중량 구간에 따라 청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20 년도 월별 보관, 라벨 서비스 및 재고 처분 주문에 대한 FBA 수수료 변경 사항”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1-3) FBA New Selection Program 런칭 예정
FBA 신규 ASIN 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 월별 보관, 무료 재고 처분, 무료 FBA 반품 처리 서비스, FBA 를 처음 이용하는
셀러에게는 인바운드 운송 할인을 제공하는 “FBA New Selection Program”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적격 셀러는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미국, 유럽, 일본에서 런칭될 예정입니다.

적격 셀러 요건:


재고 퍼포먼스 지수(IPI)가 400 점 이상인 셀러



FBA 재고 보관 한도 정책에 따라 저장 한도가 없는 셀러

적격 ASIN 요건:


소형 및 대형 표준 상품만 해당됩니다.



상위 ASIN(Parent ASIN)의 경우, FBA 를 처음 이용하는 ASIN 이여야 합니다.



미디어 카테고리는 적격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미디어 카테고리에는 책, DVD, 음악, 소프트웨어&컴퓨터/비디오
게임, 비디오, 비디오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 액세서리가 해당됩니다.



무료 반품 처리에 ASIN 이 적격하려면, 의류 카테고리 (신발; 핸드백&액세서리; 쥬얼리; 가방; 혹은 시계
카테고리)에 해당되야 합니다.

프로그램 세부사항:


매년 4 월 1 일에 초기화 되는 500 개의 FBA 상위 ASIN(Parent ASIN)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신규 FBA 상위 ASIN(Parent ASIN)에 대해 첫 50 유닛은 90 일 동안 월별 보관료를 면제해드립니다. 첫 유닛이
도착한 후 180 일까지는 FBA 재고 처분 비용 없이 첫 50 유닛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5 개 카테고리 (의류, 신발, 핸드백 & 액세서리, 쥬얼리, 가방, 시계)에 대해 FBA 는 각 상위 ASIN(Parent ASIN)의 첫
50 유닛에 대해 반품 비용을 면제해드립니다. 반품된 물품은 첫 유닛이 도착한 후 120 일 내에 주문처리센터로
도착해야 합니다.



4 월 1 일 이후로 FBA 에 신규 신청한 셀러분들은 Amazon Partnered Carrier Program 을 통해 미국 내 배송 비용
$100 를 면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New Selection Program” 도움말 페이지(영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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