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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보충 한도란?

FBA 재고 한도 ASIN 기준 수량 한도 보관 유형별 수량한도

도입일 2020년 7월 2021년 4월 22일

한도 유형 ASIN 수량 한도 보관 유형 한도

유연성 낮음 높음

마켓플레이스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일본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신규



자세히 알아보기

1. 보관 유형별 재고 보충 한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1. 재고 보충 한도는 보관 유형별로 설정되며 셀러의 과거 및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기존의 ASIN 수량 한도에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2. 셀러는 페이지 하단의 재고 보충 한도 모니터를 확장하여 재고 퍼포먼스 또는 배송 대기열에서 보관 유형 및 최대 선적 수량별로 재고 보충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재고 보충 한도 모니터로 이동하여 보관 유형별 최대 선적 수량을 검토합니다.

2. 허용되는 최대 선적 수량을 초과하여 재고를 보내는 것은 정책 위반이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배송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선적 수량 (23,026) = 최대 재고 수준 (26,445) - 사용량 (12,883)

자세히 알아보기

2. 보낼 수 있는 재고의 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알아보기

3.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용량은 셀러의 최대 재고 수준에 반영되며 셀러의 최대 선적 수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아마존에 있는 셀러의 현재 재고
2. 작업 중, 운송 및 수령 중인 상태의 배송물을 포함한 모든 입고 중에 있는 배송물
단, 재고 처분 보류 및 예비 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4. ASIN 저장 유형 확인 방법 : 재고 보관 기간



5

자세히 알아보기

5. 배송물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 : 배송 대기열



자세히 알아보기

6. 처분될 재고와 예비 재고를 확인 및 결정하는 방법

보고서 주문 처리 보고서 1) 예비 재고 2) 재고 처분



자세히 알아보기

7. 추가 배송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현재 재고 단위 줄이기

• 더 많은 재고 판매

• 초과 재고 정리

• 재고 처분 주문 생성

배송물 취소

• 모든 배송물을 확인하고, 아마존으로 배송할 계획이

없는 배송 대기열에서 열린 배송물을 모두

취소하십시오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날 요청이 처리될 때까지 재고 보관 부피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



유럽 및 영국 스토어는 재고 보충 한도가 각각 다른가요? 

네, 영국 및 유럽의 경우 각각 다른 보관 유형에 대한 재고 보충 한도가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
있는 스토어에 로그인하면 해당 스토어에 적용되는 재고 보충 한도가 따로 표시됩니다. 

예시) 셀러가 영국 스토어의 셀러 계정에 로그인 한 경우, 영국의 재고 보충 한도가 표시됩니다. 
셀러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네덜란드 마켓플레이스에 로그인 한 경우,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보관 한도가 표시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8. 영국 및 유럽 셀러 주의사항



1. FBA 보관 유형별 재고 보충 한도는 변경되나요?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주문 처리 센터의 재고를 검토하고 이 한도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셀러는 재고 실적
또는 배송 처리 진행률 페이지 에 있는 보충 한도 모니터 를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 최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부 제품에 대한 배송 계획을 생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셀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품에 대한 배송을 생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셀러의 배송 계획에 있는 단위가 보관 유형의 최대 선적 수량을 초과합니다. 
•셀러의 보관 유형 사용량이 재고 보충 모니터에 표시된 대로 재고 보충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셀러가 보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ASIN에는 위험물과 같은 정책 제한이 있습니다. 

FAQ



3. 재고 보충 한도와 보관 한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관 한도는 입방 피트로 측정되는 부피를 기준으로 하며, 셀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처리 센터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재고 보충 한도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셀러가 주문 처리 센터에 보낼 수 있는 재고의 양을 결정합니다. 

* 재고 보충 한도는 셀러의 IPI 스코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재고 보충 한도 보관 한도

재고 보충 한도는 IPI 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낼 수
있는 재고량을 결정합니다. 

재고 퍼포먼스 지수 (IPI)가 표준 아래인 경우 보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관
한도는 셀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처리 센터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단위 기준 부피 (입방 피트 또는 입방 미터) 기준

재고 퍼포먼스 대시보드 및 배송 대기열에서 볼 수 있는 "재고 보충 한도”를
확장하면 현재 및 잠재적 보관 한도가 표시됩니다.

재고 퍼포먼스 대시보드 및 배송 대기열에서 볼 수 있는 "보관 부피”를
확장하면 현재 및 잠재적 보관 한도가 표시됩니다.

사용량
현재 아마존에 있는 재고와 작업 중인 상태의 배송물, 운송 및 수령 중인 상태의 배송물을 포함한 모든 입고 중인 배송물입니다. 재고 처분이 보류된 재고 및

예비 재고는 사용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21 Amazon. All rights Reserved.︱ 판권 보유 ©  2021 아마존.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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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 추가 조정이 있나요?
아마존은 셀러의 비즈니스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계속 한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셀러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상품의 보관 유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관 유형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셀러 상품이 분류된 보관 유형을 확인하려면 FBA 재고 보관 기간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6. 특정 보관 유형의 재고 보충 한도를 다른 보관 유형의 한도와 교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고 보충 한도는 보관 유형 간에 교환할 수 없습니다. 

FAQ



• 보관 유형별 재고 보충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미국: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UWWC8QVAF8TFVFR
유럽 : https : //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UWWC8QVAF8TFVFR

• 재고 보충 한도 모니터
재고 퍼포먼스 대시보드
미국: https://sellercentral.amazon.com/inventory-performance/dashboard
유럽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inventory-performance/dashboard
배송 대기열
미국 :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fba/inbound-queue/index.html
유럽 :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fba/inbound-queue/index.html

• 재고 보관 기간
미국: https://sellercentral.amazon.com/inventoryplanning/inventory-age
유럽: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inventoryplanning/inventory-age

• 재고 및 판매 보고서
미국: https://sellercentral.amazon.com/reportcentral/WelcomePage
유럽: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WelcomePage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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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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