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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목표는 셀러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넓혀 더 많은 양질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자체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마존글로벌로지스틱스(AGL) 서비스는셀러가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을 발송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아마존 주문처리(FBA) 서비스는 상품을
소비자에게배송하는문제를해결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FBA를 운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여 더욱 쉽게
글로벌셀링하는방법에대해 알아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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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존주문처리
서비스 (FB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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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습자료는총 5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다른장을학습하려면 관련내용보기페이지의학습
자원가이드를 참고하여이해하려는 학습자료를찾아보십시오.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는 셀러가 전 세계로 판매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물류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셀러는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고객 경험과 고객 충성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FBA의 개념, 장점 및
비용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며 FBA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제공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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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BA 개념소개

3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BA)는 국가 간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물류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더많은전세계소비자를유치하여비즈니스를더욱빠르게확장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1.1.1 FBA의개념소개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인 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의 약자이며, 셀러가 상품을 대량으로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입고하면 아마존이 상품을 보관하고, 상품이 판매되면 주문을 선별, 포장 및 배송할
뿐만아니라 고객응대, 반품등의고객서비스도제공하여셀러가 인력, 물자및비용을크게 절약할수
있도록지원합니다. 아래그림을통해 FBA 의절차를대략적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

셀러 국내화물운송 창고서비스 수출통관

철도운송/해상운송/항공운송수출관세청산현지화물운송아마존물류처리센터

아마존상품저장및관리 구매자의주문을받습니다

아마존에서상품피킹과포장을진행합니다 고객에게배송하기
아마존은현지어로구매자상담및교환등고객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첫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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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FBA 의운영방식
FBA 의기본개념과 비즈니스범위를이해했으니, 이제 FBA 의운영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1. 첫 물류: 국경 간 주문 처리의 전반 과정에서 상품을 한 국가에서 해운, 육로, 항공 등을 통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아마존주문처리센터로발송하는단계를첫물류라고합니다.

1.1.2 FBA 의비즈니스분포
아마존은 14개의 해외 마켓플레이스를 셀러에게 개방했으며, 3억 명이 넘는 활성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175개의 주문 처리 센터를 통해 전 세계 185개 국가와 지역에 배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기반위에 FBA 를북미, 유럽및일본등지역에광범위하게적용할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랍에미
리트

싱가포르인도호주일본네덜란드스페인

태그생성
입고 계획을 생성

제 1단계 : 첫물류1

상품을 사전 처리한 후 아마존
운영센터로 발송합니다

제 2 단계 : 상품접수및저장
아 마 존 은 상 품 을 접 수 하 고
저장하여 , 상품이 구매자에게
수시로전달될 수있도록 합니다.

제 4 단계 : 분류포장
아마존은 재고에서 상품을 분류
및 포장하여 출하합니다

제 3 단계 : 구매자가상품을
구매합니다
구매자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제 5 단계 :상품배송
아마존에서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합니다.

제 6 단계 : 애프터서비스
아마존은 현지어로 구매자 상담 및
교환등 고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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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FBA의장점은무엇인가?

아마존주문처리(FBA) 서비스는여러모로편리함을제공합니다. 이에대해자세히소개하겠습니다.

장점1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에는 아마존 프라임 2일 내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되며 구매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고객에게도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유료 회원 제도입니다.프라임 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더욱
향상된 구매, 주문 처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회원 할인, 프라임 데이 등과 같은 회원
전용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프라임 회원은 일반 아마존 고객보다 충성도가 높고
구매수요도높습니다. 프라임 회원은상품을 검색할 때 “프라임”을선택하여프라임
배지가 있는 상품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FBA에 가입한 셀러의 상품에는
“프라임” 배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프라임 회원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매출 증가를
꾀할수있습니다.

장점4
FBA를 이용하면 아마존이 빠른 배송 서비스와 7×24 전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고객만족도와상품평이높아져 “바이박스(Buy Box) 버튼”을획득할기회가
높아집니다.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고객 만족도와 상품평이 높을수록 검색
순위가높기때문에상품노출기회가증가합니다.

장점2
아마존은 현지 언어로 FBA 상품에 대한 연중무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여 셀러가
휴가를가더라도상품은정상적으로판매되어운영스트레스를줄일수있습니다.

장점3
특정 상품 및 지역에 대한 특별 혜택 FBA 솔루션을 통해 FBA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상품에 대한 특별 혜택 솔루션: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아마존 신규
셀렉션프로그램등
북미 3대마켓플레이스국가간솔루션: 아마존 FBA를통한 원격주문처리
유럽 5개국가간솔루션: Pan-European FBA 프로그램.

1.2 FBA 의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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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수수료 세부내용

기본수수료

보관수수료

월별재고보관수수료

장기재고보관수수료

미국마켓플레이스: 재고보관초과수수료
유럽마켓플레이스: 재고보관초과수수료
일본마켓플레이스: 재고보관초과수수료

주문처리수수료
일반상품주문처리수수료

위험물주문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

재고처분수수료

셀러는아마존주문처리센터에보관되어 있는재고에대한
반품또는폐기를요청할수있으며, 이 서비스에는상품당
수수료가부과됩니다. 자세한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반품처리수수료

고객이아마존에서 무료반품처리를제공한상품을반품하는
경우, 셀러에게 FBA 반품처리수수료가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예정되지않은
서비스수수료

재고가아마존주문처리센터에도착했을 때적절하게
준비되지않았거나 라벨이부착되지않은경우아마존에서
해당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서비스에는 상품당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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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수수료는 크게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도 FBA는 상품 라벨 부착
서비스 등과 같이 셀러의 운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유료 옵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셀러의필요에따라선택할수있습니다. 다음은 FBA 수수료를 정리한표입니다.

1.3 FBA 수수료기준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V8JEETWV9Q33CM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WXGBGUQKYVF5H6T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GWXGBGUQKYVF5H6T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9W7FVTLY343ZBKN?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685050?language=zh_CN&ref=ag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685050&language=zh_CN&ref=ag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64LS955WNFT6EDP?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112630?language=zh_CN&ref=ag_2011126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112630?language=zh_CN&ref=ag_2011126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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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유료옵션서비스 세부내용

유료옵션
서비스

FBA 준비1 서비스

FBA는셀러가주문처리센터에보관하는 상품에대해포장
및준비를요청하는경우, FBA 준비서비스를 통해셀러의
적격상품을준비하고상품당수수료를청구합니다.자세한
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FBA 라벨서비스

FBA는아마존바코드를사용해야하는적격상품에라벨부착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서비스에는상품당 0.3달러의
수수료가청구됩니다. 자세한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수동처리서비스

셀러가재고를아마존주문처리센터로 보낼때박스내용물
정보를제공하지 않기로선택한경우, 아마존주문처리
센터에서해당박스를수동으로처리하며이에상응하는
수수료를청구합니다. 자세한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현재없음

재고배치서비스

셀러는입고(인바운드) 계획을생성할때 화물을여러화물로
나누어서로다른아마존주문처리센터로발송할수
있습니다. 재고배치서비스를이용하면 모든재고를하나의
아마존주문처리센터로보낼수있으며아마존이셀러를
대신해재고를배포합니다. 이서비스에는상품당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현재없음
일본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FBA 재포장서비스
및리퍼비시서비스

아마존은고객이 반품한적격 FBA 상품을 재판매할수있도록
자동으로재포장하거나, 포장이손상되었지만판매가능한
상태의상품에대해리퍼비시서비스를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참조:
미국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유럽마켓플레이스: 도움말페이지
일본마켓플레이스: 현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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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셀러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요건에 맞게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는상품/배송포장, 상품/배송/팔레트라벨부착등이포함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23020?language=zh_CN&ref=ag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023020?language=zh_CN&ref=ag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023020?language=zh_CN&ref=ag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483750?language=zh_CN&ref=ag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483750?language=zh_CN&ref=ag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483750?language=zh_CN&ref=ag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61550?language=zh_CN&ref=ag_2020615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061550?language=zh_CN&ref=ag_2020615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735910?language=zh_CN&ref=ag_2007359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735910?language=zh_CN&ref=ag_2007359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505310?language=zh_CN&ref=ag_2015053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505310?language=zh_CN&ref=ag_2015053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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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FBA 기본수수료
FBA에 가입하면 각 상품에 대한 기본 수수료로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본
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마켓플레이스별로 FBA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를상세하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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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마켓플레이스

• 보관수수료
보관 수수료는 주문 처리 센터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공간의 일일 평균 부피1 (세제곱
피트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청구됩니다.
아마존주문처리센터에 365일을초과하여 보관된 상품에는 장기재고 보관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관 한도를 초과하는 재고는 초과분에 대한 보관 초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월별재고보관수수료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7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전 달의 보관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수수료는 상품의 크기 등급과 연중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를참조하십시오.

• 위험물에대한월별재고보관수수료

FBA 위험물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특별 취급 및 위험물 보관이 필요한
상품은아래표에따라새로운월별재고보관수수료가부과됩니다.

월 표준크기 크기초과

1월 - 9월 세제곱피트당 0.75달러 세제곱피트당 0.48달러

10월 - 12월 세제곱피트당 2.40달러 세제곱피트당 1.20달러

1. 일일 평균 부피: 재고 상품이 한달 동안 일일 평균 차지한 공간의 크기를 뜻하며, 계산 공식은 길이×너비×높이를
해당월의일수로나눈값입니다.

월 표준크기 크기초과

1월 - 9월 세제곱피트당 0.99달러 세제곱피트당 0.78달러

10월 - 12월 세제곱피트당 3.63달러 세제곱피트당 2.43달러

상품이 실제 차지하고 있는 보관
공간에 따라 매월 재고 보관 비용을
받습니다.

매 상품의 크기 및 무게에 따라 건당
비용을납입합니다.

계획 외의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납입합니다.

보관수수료
주문처리
수수료

기타

아마존주문처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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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한 후 ASIN 조회 도구를 사용하여 ASIN의 분류
상태와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FBA 위험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확인할 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위험물 식별지침을참조하십시오.

• 장기재고보관수수료(LTSF, Long-term Storage Fee)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365일을 초과하여 보관된
상품에적용됩니다.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는 매월 15일에 재고를 정리합니다. 장기 보관
수수료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이 입고된 날짜부터 계산되며, 미국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재고에는 세제곱 피트당
6.90달러 또는 상품당 0.15달러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는월별 재고보관수수료외에추가로지불해야 하는수수료입니다.

• 장기재고보관수수료예시

재고정리일 주문처리센터에 365일 이상보관된상품

매월 15일 세제곱피트당 6.90달러또는상품당 0.15달러

다음 표는 참고를 위해 완구와 도서 상품을 예로 들어 장기 보관 수수료의 계산
방식을설명한것입니다.

장난감: 11x8x2인치 보관기간
매당세제곱

피드마다적용되는
LTSF

매상품마다
적용되는 LTSF

장기보관수수료를
납입합니다 (최대

기준)

1게싱픔 365일초과 $0.70 $0.15 $0.70

2게싱픔 365일초과 $1.41 $0.30 $1.41

10게싱픔 365일초과 $7.03 $1.50 $7.03

도서: 8x6×0.5인치 보관기간
매당세제곱

피드마다적용되는
LTSF

매상품마다
적용되는 LTSF

장기보관수수료를
납입합니다 (최대

기준)

1게싱픔 365일초과 $0.10 $0.15 $0.15

2게싱픔 365일초과 $0.19 $0.30 $0.30

10게싱픔 365일초과 $0.96 $1.50 $1.5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3400?language=zh_CN&ref=ag_201003400_cont_20014086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3400?language=zh_CN&ref=ag_201003400_cont_20014086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ZLZBQ7W6QZRKWWK&language=zh_CN&ref=ag_ZLZBQ7W6QZRKWWK_relt_20137186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3400?language=en_US&ref=pt_201003400_cont_G7DQBYCMB6KE58SG&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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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장기보관수수료를피하는방법
• 재고처분주문제출
• 장기보관수수료부과 대상인 재고에자동재고처분설정

2. 스몰앤라이트프로그램에참여한상품의수수료유의사항
• 아마존 미국 마켓플레이스는 주문 처리 센터에 181일에서

365일 동안 보관된 상품에 대해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한 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면 2020년
2월 15일부터 해당 상품의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를 상품당
0.15달러 또는 세제곱 피트당 6.90달러로, 표준 장기 재고
보관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기재고보관수수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여기를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재고보관수수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여기를클릭하십시오.

• 재고보관초과수수료

보관 중인 재고가 보관 한도를 초과하는 달에는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와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외에도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초과 수수료는 보관 한도를
초과한일수를기준으로세제곱 피트당 10달러가 청구됩니다.

자세한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예시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FBA 재고 보관 한도를
참조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JQNPA23YWVA4SBD?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3EDYEF6KUCFQTNM?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V8JEETWV9Q33CMX&language=zh_CN&ref=efph_V8JEETWV9Q33CMX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XLRKWL8L5BMSHWB&language=zh_CN&ref=efph_XLRKWL8L5BMSHWB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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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리수수료

FBA 주문 처리 수수료는 상품당 크기 등급과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먼저,

상품의 크기 등급1(표준 크기 또는 크기 초과)를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 표에서

상품 크기 등급과 중량을 기준으로 상품의 주문 처리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셀러센트럴의도움말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1. 상품크기등급: 아마존은상품포장후의중량과크기를기준으로상품을표준크기, 크기초과등으로분류하고크기
등급에따른표준수수료를적용합니다.클릭하여상품크기등급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조하십시오.

“의류및악세사리”카테고리상품에대한주문처리수수료

크기등급 상품중량 포장중량 상품당주문처리수수료

소형표준 크기

10oz

4oz

2.92달러

10~16oz 3.11달러

대형표준 크기

10oz

4oz

3.70달러

10~16oz 3.81달러

1~2lb 5.35달러

2~3lb 5.95달러

3~21lb
5.95달러+0.38달러/lb

(최초 3lb 초과분)

*크기 초과 등급에 속하는 의류(소형 크기 초과, 대형 크기 초과 및 특별 크기 초과) 상품에 대해 아마존은 핵심 FBA 주문

처리수수료를부과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itemID=ABBX6GZPA8MSZGW&ref=ag_ABBX6GZPA8MSZGW_bred_Z5Q2VW5WF4JWRGC&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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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등급 상품중량 포장중량 상품당주문처리수수료

소형표준크기

10oz

4oz

2.50달러

10~16oz 2.63달러

대형표준크기

10oz

4oz

3.31달러

10~16oz 3.48달러

1~2lb 4.90달러

2~3lb 5.42달러

3~21lb
5.42달러+0.38달러/lb

(최초 3lb 초과분)

소형크기초과 71lb 1lb
8.26달러+0.38달러/lb

(최초 2lb 초과분)

중형크기초과 151lb 1lb
11.37달러+0.39달러/lb

(최초 2lb 초과분)

대형크기초과 151lb 1lb
75.78달러+0.79달러/lb

(최초 90lb 초과분)

특별크기초과 적용되지않음 1lb
137.32달러+0.91달러/lb

(최초 90lb 초과분)

핵심 FBA 주문처리수수료(“의류및악세사리”카테고리상품제외)

*리튬배터리및리튬배터리를포함하거나그와함께판매되는상품은상품당 0.11달러의주문처리수수료가추가로

부과됩니다.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BA) 가이드 –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FBA) 소개
Copyright ©  2021 Amazon. All rights reserved.

• 위험물주문처리수수료

• 위험물이란무엇인가?

위험물(또는 유해물질, 약칭 Hazmat)이란 인화성, 가압성, 부식성 또는
기타유해성 물질을포함하고있어보관, 취급 또는운송중에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향수, 미용 화장품, 가정용 세제, 스프레이식 페인트 등
소비재가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FBA 위험물(유해물질) 프로그램 및 위험물 식별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어떤상황에서위험물을주문처리할수있는가?
FBA 상품을 리스팅하기 전에 FBA에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FBA 상품 제한 사항을 참조하여 상품이
FBA 물류 배송 규정에 부합하는지 또는 상품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전에어떤수속이나절차를거쳐야하는지에 대해알아보십시오.

• 위험물(의류상품)의주문처리수수료
FBA는특별취급 및 보관이 필요한위험물(또는 “위험물질”, “위험 물품”,
위험물예시참조)에대해다른주문처리비용을청구합니다.

13

(방사성물질)(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크기등급 상품중량 포장중량 상품당주문처리수수료

소형표준 크기
10oz

4oz
3.85달러

10~16oz 4.12달러

대형표준 크기

10oz

4oz

4.45달러

10~16oz 4.56달러

1~2lb 5.92달러

2~3lb 6.39달러

3~21lb
6.39달러 + 0.38달러/lb

(최초 3lb 초과분)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ZLZBQ7W6QZRKWWK?language=zh_CN&ref=ag_ZLZBQ7W6QZRKWWK_cont_ABBX6GZPA8MSZGW&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3400?language=zh_CN&ref=ag_201003400_cont_ABBX6GZPA8MSZGW&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140860&language=zh_CN&ref=efph_200140860_cont_20103035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525640&language=zh_CN&ref=efph_200525640_cont_201003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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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류제외)의주문처리수수료

FBA 위험물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다음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품수수료예시나상기용어또는 세부적인내용에대해궁금한것이있으면여기를
클릭하여주문처리수수료에대해더많은내용을살펴보십시오.

14

크기등급 상품중량 포장중량 상품당주문처리수수료

소형표준크기

10oz

4oz

3.43달러

10~16oz 3.64달러

대형표준크기

10oz

4oz

4.06달러

10~16oz 4.23달러

1~2lb 5.47달러

2~3lb 5.86달러

3~21lb
5.86달러+0.38달러/lb

(최초 3lb 초과분)

소형크기초과 71lb 1lb
8.98달러+0.38달러/lb

(최초 2lb 초과분)

중형크기초과 151lb 1lb
11.22달러+0.39달러/lb

(최초 2lb 초과분)

대형크기초과 151lb 1lb
87.14달러+0.79달러/lb

(최초 90lb 초과분)

특별크기초과 적용되지않음 1lb
157.12달러+0.91달러/lb

(최초 90lb 초과분)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itemID=ABBX6GZPA8MSZGW&ref=ag_ABBX6GZPA8MSZGW_bred_GZ5Q2VW5WF4JWRGC&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BA) 가이드 –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FBA) 소개
Copyright ©  2021 Amazon. All rights reserved.

15

• 유럽마켓플레이스

• 보관수수료
보관 수수료는 주문 처리 센터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공간의 일일 평균 부피(영국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세제곱 피트 단위, 기타 유럽 마켓플레이스는 세제곱 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모든 상품의 측정 값은 FBA 정책에 따라 정확하게
포장되고고객에게배송하기위해적절하게준비된상품의크기를기준으로합니다.

• 월별재고보관수수료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7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전 달의 보관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재고 보관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2월 7일~15일의
거래정보가포함된 2월결제보고서를참고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장기재고보관수수료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365일을 초과하여 보관된
상품에적용됩니다.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는 매월 15일에 재고를 정리합니다. 미디어 외
상품에는 세제곱 피트당 4.30파운드의 월 보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미디어
상품에는 세제곱 피트당 4.30파운드 또는 상품당 최저 0.10유로/0.10파운드 중
더큰금액이월보관수수료로청구됩니다.

장기 보관 수수료는 일반 재고 보관 수수료 외의 추가 수수료입니다. 월별 재고
정리 일 전에 재고 처분 또는 폐기를 요청하면 장기 보관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세제곱피트단위 세제곱미터단위

“의류, 신발및가방”
카테고리

1월 - 9월 0.39파운드 15.60유로

10월 - 12월 0.55파운드 21.60유로

기타모든카테고리
(표준크기)

1월 - 9월 0.65파운드 26.00유로

10월 - 12월 0.91파운드 36.00유로

크기초과
1월 - 9월 0.45파운드 18.00유로

10월 - 12월 0.63파운드 25.00유로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030350?language=zh_CN&ref=ag_201030350_cont_20061277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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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관수수료알림

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 재고 처분 보고서와 재고 상태 보고서를 조회하여 장기 보관
수수료대상상품을확인하십시오.

• 장기보관수수료계산예시

장기재고보관수수료에 대한자세한내용은여기를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주의:

FBA는 장기 보관 수수료 계산 시 선입선출(FIFO) 원칙에 따라
재고를 처리합니다. 단, 실제 운영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주문 처리할 때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배송 비용과
속도를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상품 완구 완구 DVD DVD

미디어상품또는
미디어외상품

미디어외상품 미디어외상품 미디어상품 미디어상품

크기
28.0 x 20.2 x 

5.0cm
28.0 x 20.2 x 

5.0cm
19.2 x 13.5 x 

2.4cm
19.2 x 13.5 x 

2.4cm

수량 1 2 1 2

보관기간 365일 초과 365일 초과 365일 초과 365일 초과

적용되는장기
보관수수료

(세제곱피트당
4.30파운드 부과)

0.43파운드 0.86파운드 0.09파운드 0.19파운드

적용되는최저
장기보관수수료

적용되지않음 적용되지않음 0.10파운드 0.20파운드

실제장기보관
수수료

0.43파운드 0.86파운드 0.10파운드 0.20파운드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WelcomePage?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INVENTORY_HEALTH/1?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684750?language=zh_CN&ref=ag_200684750_cont_201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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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보관초과수수료

• 보관초과수수료란무엇인가?

2020년 8월 1일부터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하는 재고가 해당
월의 임의의 날짜에 보관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달에 보관 초과
수수료가청구됩니다.

이 수수료는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와 장기 보관 수수료(해당되는 경우)
외에 추가로 청구되는 수수료입니다. 보관 초과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8월 이전에 재고를 줄여 보관 한도 이내로 유지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보관초과수수료는어떻게계산하는가?

보관 초과 수수료는 보관 한도를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관 초과 수수료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서 셀러의 재고가 보관
한도를 초과하여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평균 부피(세제곱 피트
단위)를 기준으로 세제곱 피트당 7.80파운드로 계산되며, 한 달에 한번
청구됩니다.

부피는 FBA 정책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되고 배송 준비를 마친
상품의크기를기준으로측정됩니다.

자세한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예시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주의:

나중에 재고를 줄여 해당 월에 할당된 보관 한도 이내로 재고
수준을다시 유지하더라도 해당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아마존은 이미 포장된 상품 또는 대표 표본의 크기
또는 중량을 측정하여 보관 유형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측정 결과가 셀러가 제공한 정보와 다를 경우
아마존의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612770?language=zh_CN&ref=ag_200612770_cont_GWXGBGUQKYVF5H6T&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684750?language=zh_CN&ref=ag_200684750_cont_GWXGBGUQKYVF5H6T&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030350?language=zh_CN&ref=ag_201030350_cont_GWXGBGUQKYVF5H6T&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WXGBGUQKYVF5H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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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리수수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현지 FBA, Pan-European FBA 프로그램
1 및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2의 FBA 주문 처리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참조하십시오.

1. Pan-European FBA 프로그램: 약칭 “Pan-EU”는 아마존이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는 셀러들을 위해 특별히 내놓은 보관
및주문처리솔루션입니다.

2.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 European Fulfillment Networks, 약칭 EFN을 이용하면 하나의 셀러 계정으로 모든 아마존
유럽마켓플레이스에서 FBA 상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현지 & Pan-European FBA 프로그램(Pan-EU)(표준규격)

크기 영국(파운드) 독일(유로) 프랑스(유로) 이탈리아(유로) 스페인(유로)

소형봉투 1.35 1.63 2.24 2.59 2.13

표준봉투: 100g 1.48 1.79 2.37 2.72 2.37

표준봉투: 250g 1.63 1.92 3.00 3.01 2.65

표준봉투: 500g 1.73 2.04 3.37 3.19 2.85

대형봉투: 1000g 2.17 2.40 3.95 3.44 2.97

표준패키지: 250g 2.14 2.53 3.94 3.52 2.82

표준패키지: 500g 2.27 2.81 4.59 3.94 3.30

표준패키지: 1,000g 2.44 3.22 5.32 4.59 3.60

표준패키지: 1,500g 2.60 3.76 5.51 4.94 4.05

표준패키지: 2,000g 2.84 4.09 5.62 5.16 4.11

표준패키지: 3,000g 4.06 4.57 6.90 5.98 4.67

표준패키지: 4,000g 4.44 4.95 7.34 6.70 5.58

표준패키지: 5,000g 4.53 5.02 7.36 7.11 5.64

표준패키지: 6,000g 5.18 5.41 7.99 7.96 6.04

표준패키지: 7,000g 5.18 5.41 7.99 7.96 6.04

표준패키지: 8,000g 5.31 5.55 8.19 8.22 6.19

표준패키지: 9,000g 5.31 5.55 8.19 8.25 6.19

표준패키지: 10,000g 5.31 5.55 8.19 8.42 6.19

표준패키지: 11,000g 5.32 5.74 8.24 8.42 6.19

표준패키지: 12,000g 5.52 5.75 8.25 8.44 6.20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BA) 가이드 –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FBA) 소개
Copyright ©  2021 Amazon. All rights reserved.

19

현지(크기초과)

크기 영국(파운드) 독일(유로) 프랑스(유로) 이탈리아(유로) 스페인(유로)

소형크기초과: 1,000g 4.00 5.33 7.48 7.80 5.31

소형크기초과: 1,250g 4.46 5.45 7.75 7.98 5.31

소형크기초과: 1,500g 4.81 5.49 7.84 8.26 5.76

소형크기초과: 1,750g 4.90 5.49 7.84 8.31 5.76

소형크기초과: 2,000g 4.96 5.57 8.36 8.36 5.97

표준크기초과: 1,000g 4.87 5.33 7.52 8.26 5.35

표준크기초과: 2,000g 5.19 5.57 8.59 8.40 5.97

표준크기초과: 3,000g 5.29 6.50 9.02 8.41 6.61

표준크기초과: 4,000g 5.32 6.55 9.40 8.99 6.67

표준크기초과: 5,000g 5.36 6.55 9.46 9.03 6.89

표준크기초과: 6,000g 6.33 6.76 10.02 10.02 8.76

표준크기초과: 7,000g 6.39 6.86 10.13 10.02 8.92

표준크기초과: 8,000g 6.42 6.91 10.19 10.16 9.19

표준크기초과: 9,000g 6.42 6.91 10.19 10.22 9.73

표준크기초과: 10,000g 6.45 6.94 10.24 10.28 10.13

표준크기초과: 15,000g 6.86 7.53 10.94 11.39 10.90

표준크기초과: 20,000g 7.21 8.00 11.50 11.74 11.83

표준크기초과: 25,000g 7.98 9.06 11.50 12.49 11.83

표준크기초과: 30,000g 7.98 9.06 12.81 13.12 13.14

대형크기초과: 5,000g 8.10 7.11 13.12 11.05 7.92

대형크기초과 :10,000g 9.76 8.20 15.91 12.58 11.65

대형크기초과 :15,000g 10.32 8.78 16.84 13.86 12.59

대형크기초과 :20,000g 10.81 9.28 17.67 14.31 13.60

대형크기초과 :25,000g 11.77 10.27 19.31 16.05 14.75

대형크기초과 :30,000g 11.80 10.29 19.77 16.15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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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uropean FBA 프로그램(Pan-EU)(크기 초과)

크기 영국(파운드) 독일(유로) 프랑스(유로) 이탈리아(유로) 스페인(유로)

소형 크기 초과: 1,000g 4.89 5.33 9.48 9.80 7.31

소형 크기 초과: 1,250g 5.35 5.45 9.75 9.98 7.31

소형 크기 초과: 1,500g 5.70 5.49 9.84 10.26 7.76

소형 크기 초과: 1,750g 5.79 5.49 9.84 10.31 7.76

소형 크기 초과: 2,000g 5.85 5.57 10.36 10.36 7.97

표준 크기 초과: 1,000g 5.76 5.33 9.52 10.26 7.35

표준 크기 초과: 2,000g 6.08 5.57 10.59 10.40 7.97

표준 크기 초과: 3,000g 6.18 6.50 11.02 10.41 8.61

표준 크기 초과: 4,000g 6.21 6.55 11.40 10.99 8.67

표준 크기 초과: 5,000g 6.25 6.55 11.46 11.03 8.89

표준 크기 초과: 6,000g 7.22 6.76 12.02 12.02 10.76

표준 크기 초과: 7,000g 7.28 6.86 12.13 12.02 10.92

표준 크기 초과: 8,000g 7.31 6.91 12.19 12.16 11.19

표준 크기 초과: 9,000g 7.31 6.91 12.19 12.22 11.73

표준 크기 초과: 10,000g 7.34 6.94 12.24 12.28 12.13

표준 크기 초과: 15,000g 7.75 7.53 12.94 13.39 12.90

표준 크기 초과: 20,000g 8.10 8.00 13.50 13.74 13.83

표준 크기 초과: 25,000g 8.87 9.06 13.50 14.49 13.83

표준 크기 초과: 30,000g 8.87 9.06 14.81 15.12 15.14

대형 크기 초과: 5,000g 8.99 7.11 15.12 13.05 9.92

대형 크기 초과 :10,000g 10.65 8.20 17.91 14.58 13.65

대형 크기 초과 :15,000g 11.21 8.78 18.84 15.86 14.59

대형 크기 초과 :20,000g 11.70 9.28 19.67 16.31 15.60

대형 크기 초과 :25,000g 12.66 10.27 21.31 18.05 16.75

대형 크기 초과 :30,000g 12.69 10.29 21.77 18.15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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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문처리네트워크(EFN)(표준크기)

크기 영국(파운드) 영국외(유로)

소형봉투 3.71 4.13

표준봉투: 100g 3.86 4.30

표준봉투: 250g 4.14 4.60

표준봉투: 500g 4.20 4.67

대형봉투: 1000g 4.50 5.00

표준패키지: 250g 4.52 5.02

표준패키지: 500g 5.52 6.13

표준패키지: 1,000g 6.50 7.23

표준패키지: 1,500g 7.14 7.94

표준패키지: 2,000g 8.18 9.09

표준패키지: 3,000g 9.10 10.12

표준패키지: 4,000g 9.92 11.03

표준패키지: 5,000g 10.42 11.58

표준패키지: 6,000g 10.42 11.58

표준패키지: 7,000g 10.42 11.58

표준패키지: 8,000g 11.02 12.25

표준패키지: 9,000g 11.30 12.56

표준패키지: 10,000g 13.52 15.03

표준패키지: 11,000g 13.52 15.03

표준패키지: 12,000g 13.5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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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문처리네트워크(EFN)(크기초과)

크기 영국(파운드) 영국외(유로)

소형크기 초과: 1,000g 9.97 11.08

소형크기 초과: 1,250g 10.28 11.43

소형크기 초과: 1,500g 10.32 11.47

소형크기초과: 1,750g 10.37 11.53

소형크기 초과: 2,000g 10.40 11.56

표준크기 초과: 1,000g 11.69 13.00

표준크기 초과: 2,000g 12.03 13.38

표준크기초과: 3,000g 12.84 14.27

표준크기 초과: 4,000g 12.91 14.35

표준크기 초과: 5,000g 13.01 14.46

표준크기 초과: 6,000g 14.27 15.87

표준크기 초과: 7,000g 14.39 16.00

표준크기 초과: 8,000g 14.39 16.00

표준크기 초과: 9,000g 14.39 16.00

표준크기 초과: 10,000g 14.72 16.37

표준크기 초과: 15,000g 15.61 17.35

표준크기초과: 20,000g 16.98 18.88

표준크기 초과: 25,000g 18.21 20.24

표준크기 초과: 30,000g 18.47 20.54

대형크기 초과: 5,000g 18.07 20.09

대형크기 초과 :10,000g 21.64 24.06

대형크기 초과 :15,000g 23.00 25.57

대형크기 초과 :20,000g 25.36 28.20

대형크기 초과 :25,000g 27.52 30.60

대형크기 초과 :30,000g 27.52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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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아마존은 EFN 수수료를 심사하여 파운드와 유로간 환율의
월별, 분기별 또는연간 변동폭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30일 전에통지합니다.

2. 아마존의 주문 처리 네트워크 확장(중부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아마존 주문 처리 네트워크(폴란드 및 체코
공화국 포함)에 독일 FBA 재고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독일
FBA 재고 셀러는 독일 주문 처리 센터에서 배송하는 FBA
상품당 0.45파운드/0.50유로의 주문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Pan-European FB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셀러는이수수료를 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유럽 마켓플레이스의 주문 처리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럽마켓플레이스 FBA 수수료소개페이지
2020년 FBA 주문처리 수수료변경사항(유럽)

https://services.amazon.co.uk/services/fulfilment-by-amazon/pricing.html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ABBX6GZPA8MSZGW?language=zh_CN&ref=ag_GABBX6GZPA8MSZGW_cont_2014113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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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일본

• 보관수수료
보관 수수료는 주문 처리 센터에서 재고가 차지하는 공간의 일일 평균 부피(단위:
세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마존은 자체 측정 방식으로 포장된 모든 상품
또는 대표 표본의 부피(단위: 세제곱 미터) 또는 중량을 계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측정 결과가 셀러가 제공한 정보와 다를 경우 아마존의 측정
결과를기준으로합니다.

• 월별재고보관수수료

아마존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7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전 달의 보관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재고 보관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2월 7일~15일의
거래정보가포함된 2월결제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아래표를
참조하십시오.

• 장기재고보관수수료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는 매월 15일에 재고를 정리합니다. 이 재고 정리
일에 아마존은 일본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제곱 데시미터(10cm x 10cm x 10cm)당 17.773엔의 장기 보관
수수료(10% 소비세포함)를청구합니다.

• 장기보관수수료대상재고확인

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 재고 처분 보고서와 재고 상태 보고서를 조회하여 장기 보관
수수료대상상품을확인하십시오.

월 소형/표준크기 크기초과/슈퍼크기

1월 - 9월

5.160엔

x [상품크기(세제곱데시미터)]/(10cm x 
10cm x 10cm)

x [보관일수]/[당월일수]

4.370엔

x [상품크기(세제곱데시미터)]/(10cm x 
10cm x 10cm)

x [보관 일수]/[당월일수]

10월 - 12월

9.170엔

x [상품크기(세제곱데시미터)]/(10cm x 
10cm x 10cm)

x [보관일수]/[당월일수]

7.760엔

x [상품크기(세제곱데시미터)]/(10cm x 
10cm x 10cm)

x [보관 일수]/[당월일수]

*상기수수료에는 10%의소비세가포함되어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WelcomePage?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INVENTORY_HEALTH/1?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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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관수수료계산예시

장기재고보관수수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여기를 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장기 보관 수수료 대상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데 어디서 권장
재고처분보고서와재고상태보고서를찾을수있나요?

다음방법으로 이보고서들을조회할수있습니다.
셀러 계정의 “재고” 탭 아래에서 “재고 관리 계획”을
클릭하고 “재고보관기간”페이지에서 “데이터보고서”탭
아래의 “재고및판매보고서”를클릭하면됩니다.

상품 크기 보관기간
적용되는
장기보관
수수료

적용되는
최저장기
보관수수료

실제장기
보관
수수료

완구 25cm x 18cm x 2cm 365일 초과 16엔
적용되지

않음
16엔

도서 19cm x 12.5cm x 2cm 365일 초과 8엔 10엔 10엔

CD 15cm x 13cm x 1.4cm 365일 초과 5엔 10엔 10엔

• 재고보관초과수수료

• 보관초과수수료란무엇인가?

2020년 9월 1일부터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하는 재고가 해당
월의 임의의 날짜에 보관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달에 보관 한도
초과분에대한월재고보관초과수수료가청구됩니다.

• 보관초과수수료는어떻게계산하는가?

보관 초과 수수료는 초과 수수료율 31,727엔/세제곱 미터에 해당 월에
재고가 보관 한도를 초과하여 차지한 공간의 일일 평균 부피(세제곱
미터 단위)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피는 FBA 정책 및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되고 배송 준비를 마친 상품의 크기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자세한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의 계산 방식과 예시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684750?language=zh_CN&ref=ag_200684750_cont_201074400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684750?language=zh_CN&ref=ag_200684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portcentral/INVENTORY_HEALTH/1?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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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처리수수료, 크기등급, 한도및기타수수료에대한 자세한내용은여기를
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다른마켓플레이스의보관수수료및주문처리수수료에대한내용은셀러가속한마켓플레이스의
셀러센트럴에로그인하여해당도움말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 주문처리수수료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 수수료는 상품당 크기 등급과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먼저, 상품의 크기 등급(소형, 표준, 크기 초과 또는 슈퍼 크기)를
확인하십시오. 상품의크기등급과중량을파악한후아래표에서비용을확하십시오.

개별상품 크기 상품중량 주문처리수수료

소형 25cm x 18cm x 2.0cm 미만 250g 미만 282엔

표준크기

33cm x 24cm x 2.8cm 미만 1,000g 미만 381엔

60cm 미만 2,000g 미만 421엔

80cm 미만 5,000g 미만 467엔

100cm 미만 9,000g 미만 548엔

크기초과

60cm 미만 2,000g 미만 589엔

80cm 미만 5,000g 미만 712엔

100cm 미만 10,000g 미만 815엔

120cm 미만 15,000g 미만 975엔

140cm 미만 20,000g 미만 1,020엔

160cm 미만 25,000g 미만 1,100엔

180cm 미만 30,000g 미만 1,532엔

200cm 미만 40,000g 미만 1,756엔

슈퍼크기

200cm 미만

50,000g 미만

3,061엔

220cm 미만 3,970엔

240cm 미만 4,995엔

260cm 미만 6,250엔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GABBX6GZPA8MSZGW?language=zh_CN&ref=ag_GABBX6GZPA8MSZGW_cont_2014113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G201105770?language&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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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FBA 기타수수료
기본 수수료 외에 FBA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으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운영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추가수수료세가지를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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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처분수수료

재고 처분/폐기 수수료는 재고 처분/폐기 상품당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 처분 주문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연휴 시즌이나 재고 처분
성수기에는 재고 처분 주문을 처리하는 데 영업일 기준
30일 이상이소요될수있습니다.

재고처분/폐기주문수수료표(미국마켓플레이스)

크기등급 상품중량 상품당처분/폐기수수료

표준크기

0~0.5lb 0.25달러

0.5~1lb 0.30달러

1~2lb 0.35달러

2lb
0.40달러 + 0.20달러/lb

(최초 2lb 초과분)

크기초과상품및특별

취급이필요한상품*

0~1lb 0.60달러

1~2lb 0.70달러

2~4lb 0.90달러

4~10lb 1.45달러

10lb
1.90달러 + 0.20달러/lb

(최초 10lb 초과분)

재고 처분 주문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미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유럽
마켓플레이스: 여기를 클릭, 일본 마켓플레이스: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표준 크기 및 슈퍼
크기상품의중량및크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 상품 크기등급을참조하십시오.

*특별취급이필요한상품에는“의류”, “신발”, “시계”및 “주얼리”상품과위험물이포함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9W7FVTLY343ZBKN?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685050&language=zh_CN&ref=efph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685050?language=zh_CN&ref=ag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G5KW835AHDJCH8W?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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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처분/폐기주문수수료표(유럽마켓플레이스)

크기 국가/마켓플레이스 중량 상품당처분/폐기수수료

표준
크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0–200g 0.25유로

201–500g 0.30유로

501–1,000g 0.45유로

1,001g 초과
0.50 + 0.40유로

(1,000g 증가시마다)*

영국

0–200g 0.25파운드

201–500g 0.30파운드

501–1,000g 0.45파운드

1,001g 초과
0.50 + 0.40파운드

(1,000g 증가시마다)*

크기
초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0–500g 0.50유로

501–1,000g 1.00유로

1,001–2,000g 1.50유로

2,001–5,000g 2.50유로

5,001g 초과
3.00 + 0.40유로

(1,000g 증가시마다)*

영국

0–500g 0.50파운드

501–1,000g 1.00파운드

1,001–2,000g 1.50파운드

2,001–5,000g 2.50파운드

5,001g 초과
3.00 + 0.40파운드

(1,000g 증가시마다)*

*중량증가량은 1,000g 단위로반올림됩니다.

현지 재고 처분 주문 수수료 및 국가 간 재고 처분 주문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유럽
마켓플레이스셀러는여기를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685050&language=zh_CN&ref=efph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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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재고 처분 주문 수수료 및 국가 간 재고 처분 주문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표준 크기 및 슈퍼 크기 상품의 중량 및 크기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상품크기등급을참조하십시오.

재고처분/폐기주문수수료표(일본마켓플레이스)

크기등급 상품중량 상품당처분/폐기수수료

소형및표준크기상품

0–200g 상품당 30엔

201–500g 상품당 45엔

501–1,000g 상품당 60엔

1,001g 초과
상품당 100엔 + 40엔/1,000g

(최초 1,000g 초과분)**

크기초과및슈퍼크기
상품

0–500g 상품당 80엔

501–1,000g 상품당 110엔

1,001–2,000g 상품당 140엔

2,001–5,000g 상품당 200엔

5,001g 초과
상품당 350엔 + 40엔/1,000g

(최초 5,000g 초과분)**

*상기수수료에는 10%의소비세가포함되어있습니다
**최초 1,000g 초과(소형 및 표준 크기 상품) 또는 5,000g 초과(크기 초과 및 슈퍼 크기 상품) 중량에는 g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 하나의소형상품중량이 1,500g인 경우수수료는 120엔(즉, 100엔 + 40엔/1,000g * 500g)입니다.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685050?language=zh_CN&ref=ag_2006850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105770?language=zh_CN&ref=ag_20110577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FBA) 가이드 –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FBA) 소개
Copyright ©  2021 Amazon. All rights reserved.

30

• 반품처리수수료

• 무료반품

고객이 반품한 상품이 아마존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것이고 아마존 무료 반품 처리
상품 카테고리에 속한 경우에는 셀러에게 FBA 반품 처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다음과같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상품 카테고리에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비용은 위의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상품의 반품에 적용되며, FBA
분실 및 손상된 재고 보상 정책에 따라 반품 사유가 아마존의 책임인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미국 마켓플레이스 정책: 여기를 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 정책: 여기를 클릭, 일본
마켓플레이스정책: 여기를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 반품처리수수료계산
반품 처리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총 주문 처리 수수료와 같습니다. 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은다음 3가지조건에부합되여야합니다.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이 수수료는 현지 재고 및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프로그램을통해주문처리된상품에적용됩니다.

아마존은 반품 처리 수수료를 배송당 개별 상품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 번의 주문에
여러개의 상품을배송한경우에는하나의 상품에지불해야하는 반품처리수수료가총 주문
처리수수료보다 높을수있습니다.

반품처리수수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미국마켓플레이스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 일본마켓플레이스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국가/마켓플레이스 반품처리수수료가부과되는상품카테고리

미국 의류, 시계, 주얼리, 신발, 핸드백, 가방, 선글라스

유럽 시계, 주얼리, 의류, 신발및핸드백

일본 의류및악세서리, 신발및가방

아마존에서판매한상품1

위에나열된아마존에서무료반품처리를제공하는카테고리의 상품2

아마존주문처리센터에실제로반품된 상품3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213130?language=zh_CN&ref=ag_200213130_cont_20111263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213130?language=zh_CN&ref=ag_200213130_cont_20111263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213130?language=zh_CN&ref=ag_200213130_cont_20103035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64LS955WNFT6EDP?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112630?language=zh_CN&ref=ag_2011126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112630?language=zh_CN&ref=ag_2011126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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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예정되지 않은 서비스의 코칭 또는 상품 준비 작업에는
아마존의 자원이 사용됩니다. 아마존에 보내는 상품에 동일한
문제 그룹1의 문제가 자주 반복해서 발생하면 아마존은 셀러의
코칭 수준2(표준, 상향, 중요)을 높입니다. 코칭 수준에 따라
예정되지않은서비스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1. 문제 그룹: 아마존에 상품을 입고(인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 문제 그룹으로 구분한 것으로,
상품관련문제, 포장상자관련문제, 팔레트관련문제등다양한유형이있습니다.

2. 코칭 수준: 셀러가 아마존에 보낸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아마존은 셀러에게 해당 화물의 문제 그룹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고셀러의코칭수준을구분합니다.

• 예정되지않은서비스수수료

FBA의 포장 및 준비 요건과 배송 및 라우팅 요건을
준수하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서 셀러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령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서 재고를 수령할 때
문제가 있으면 아마존은 셀러의 상품을 판매
가능한 재고로 처리하기 위해 예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마존은 문제 그룹에 따라
셀러에게 입고(인바운드) 문제를 보고합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아마존은
셀러의코칭수준을높게조정합니다.

인바운드 퍼포먼스 요약을 참조하여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여기를 참조 ,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여기를 참조 ,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여기를 참조)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수령된 화물과 관련된 문제 및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예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 일본마켓플레이스 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893760?language=zh_CN&ref=ag_200893760_cont_20100023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fba/inbound-performance/index.html?language=zh_CN&ref=ag_xx_cont_20100023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fba/inbound-performance/index.html?language=zh_CN&ref=ag_xx_cont_20100023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1000230?language=zh_CN&ref=ag_20100023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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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FBA 유료옵션서비스
FBA는 기본 수수료 외에 FBA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셀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제공합니다. FBA에서제공하는기타옵션 서비스와수수료기준에대해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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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 라벨서비스

모든 상품에는 스캔할 수 있는 라벨이 있어야 하고 상품
준비 후에도 이 라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적격 상품에 대해 FBA는 바코드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당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준비서비스의라벨서비스는의무사항이아니며셀러가
직접 상품에 라벨을 부착하여 이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의 FBA 라벨 서비스는 상품당 0.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품당 0.10달러의 수수료가부과됩니다.

• FBA 준비서비스

셀러가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내 보관하는 상품에 대한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FBA)의 포장 및 준비 요건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 ,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 ,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상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준비하면 상품 수령에
지연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하는 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BA 준비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마존이 셀러의 주문 처리 상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준비하여 셀러의 로지스틱스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FBA 준비 서비스 수수료는 적격 상품 준비
카테고리와상품크기등급을기준으로계산됩니다.

준비 서비스의 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 ,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십시오.

라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 유형,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하여참조하십시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141500?language=zh_CN&ref=ag_200141500_cont_20102302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141500&language=zh_CN&ref=ag_200141500_cont_20102302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141500&language=zh_CN&ref=ag_200141500_cont_20102302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023020&language=zh_CN&ref=efph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023020&language=zh_CN&ref=efph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023020&language=zh_CN&ref=efph_20102302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483750&language=zh_CN&ref=efph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0483750?language=zh_CN&ref=ag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483750?language=zh_CN&ref=ag_2004837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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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A 수동처리서비스

주문 처리 센터로 발송되는 모든 박스는 아마존이
빠르고 정확하게 셀러의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확한박스내용물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셀러가 박스 내용물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서 해당
박스를 수동으로 처리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수동으로 처리되는 화물은
박스 내용물 정보를 제공한 화물보다 느리게
수령될수있습니다.

수동처리수수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미국마켓플레이스 셀러의경우여기를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셀러의경우여기를 클릭하여참조하고,  일본마켓플레이스셀러는현재
참조할수있는관련정보가없습니다.

주의:

• FBA 수동처리 수수료는 연중시기에 따라다릅니다.
• 0 1월 - 1 0월 기간에 수령한 화물에는 상품당

0.10달러가 부과됩니다.
• 1 1월 - 1 2월 기간에 수령한 화물에는 상품당

0.15달러가 부과됩니다.
• 이 수수료는 셀러의 화물 중 첫 번째 상품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수령되고 14일 후에 청구되며, 청구되는
수수료에는 수수료 청구일 전까지 수령된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수수료 청구일 후에 주문 처리
센터에 수령된 상품은 다음 14일 후에 해당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따라서 예상 수수료 미리 보기와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를수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2061550&language=zh_CN&ref=efph_2020615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2061550?language=zh_CN&ref=ag_20206155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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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배치서비스

셀러는 입고(인바운드) 계획을 생성할 때 화물을
여러 화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재고 배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재고를 하나의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낼 수 있으며 아마존이 셀러를 대신해
재고를 배포합니다 . 이 서비스에는 상품당
수수료가부과됩니다.

재고 배치 설정 작업, 예외 카테고리, 케이스
포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 일본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고, 유럽
마켓플레이스는 Pan-European FBA 프로그램 및
다국재고를 참조하십시오.

• FBA 재포장서비스및리퍼비시서비스

• 재포장서비스

FBA는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이 반품한 상품을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매 상품과 FBA 반품 상품에 적용되며
셀러의설정에서 비활성화할수없습니다.

• 아마존은 반품된 상품을 평가하여 재포장
가능여부를판단합니다.

• 재포장에는 비닐 백이나 에어캡 포장을
교체하거나, 상품을 박스에 다시 포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브랜드 박스와 브랜드
없는 박스 및 비닐 백의 재포장도
포함됩니다.

• 리퍼비시서비스

아마존은 옵션의 리퍼비시를 통해 기타 포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BA는 상품의 상태를 평가하여
재포장, 정리또는재정비서비스를제공합니다(비닐백포장, 에어캡포장, 박스포장또는닦기).

재포장 및 리퍼비시 서비스 자격 또는 정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여기를 클릭, 유럽 마켓플레이스 셀러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참조하고, 일본 마켓 플레이스
셀러는현재참조할수있는관련정보가없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735910&language=zh_CN&ref=efph_2007359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735910&language=zh_CN&ref=efph_2007359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855460?language=zh_CN&ref=ag_201855460_cont_20107441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help.html?itemID=G20140839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505310?language=zh_CN&ref=ag_2015053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201505310?language=zh_CN&ref=ag_201505310_cont_201074400&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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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FBA 매출계산기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 한 후 FBA 매출 계산기를 사용하여 아마존의 활성 리스팅을 기준으로
특정상품의관련비용을예측할수있습니다.
미국마켓플레이스링크: FBA 매출계산기
유럽마켓플레이스링크: FBA 매출계산기
일본마켓플레이스: FBA 매출계산기

견본참고

https://sellercentral.amazon.com/fba/profitabilitycalculator/index
https://sellercentral.amazon.com/fba/revenuecalculator/index?lang=en_US&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fba/profitabilitycalculator/index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fba/revenuecalculator/index?lang=&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fba/profitabilitycalculator/index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fba/revenuecalculator/index?lang=&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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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장의용어설명

용어 설명

FBA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의 약칭으로 높은
수준의 상품 보관, 주문 선별, 포장, 배송, 결제, 고객 서비스 및 반품
서비스를제공하는진정한“원스톱솔루션”입니다.

첫물류
글로벌 셀러가 상품을 한국에서 목적지 국가의 주문 처리 센터로
발송하는것을의미합니다.

아마존프라임회원
유료 회원 제도입니다. 프라임 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더욱 양질의
구매, 주문 처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회원 할인, 프라임 데이 등과
같은회원전용혜택도누릴수있습니다.

준비
셀러는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요건에 맞게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는 상품/배송 포장,

상품/배송/팔레트라벨부착등이포함됩니다.

중량처리수수료
상품의 부피 중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아마존은 상품
부피(길이x너비x높이, 인치 기준)를 139로 나누어 부피 중량을
계산합니다.

상품크기등급
아마존은상품포장후의중량과크기를기준으로상품을표준크기,

대형 크기 등으로 분류하고 크기 등급에 따른 표준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위험물

위험 물품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Hazmat라고 씁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가압성, 부식성 또는 기타 유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보관, 취급 또는 운송 중에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재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향수, 미용
화장품, 가정용세제, 스프레이식페인트등소비재가포함됩니다.

일일평균부피
재고 상품이 한달 동안 일일 평균 차지한 공간의 크기를 뜻하며,

계산공식은길이×너비×높이를해당월의일수로나눈값입니다.

장기재고보관
수수료

LTSF(Long-term Storage Fees)입니다. 장기재고보관수수료는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이 수령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관 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상품에 매월 상품당 장기 재고 보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문제그룹
아마존에 상품을 입고(인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 문제 그룹으로 구분한 것으로, 상품 관련 문제, 포장
상자관련문제, 팔레트관련문제등다양한유형이있습니다.

코칭수준
코칭 수준: 셀러가 아마존에 보낸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아마존은
셀러에게 해당 화물의 문제 그룹에 대한 코칭을 제공하고 셀러의
코칭수준을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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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보기

아마존주문처리서비스(FBA)

• FBA란?

• FBA 입고전준비

• FBA 재고 관리

• FBA 조작 가이드사용

• FBA의유연하고 다양한솔루션

주문처리관련교육과정더학습하기：
• 신규셀러 필독지식정보, “국경간주문처리”검색
• FBA 인바운드국경간주문처리재고발송방법,“AGL” 검색
• 고객에게직접상품배송, “FBM/MFN” 검색

교육경로찾기: 아마존셀러플랫폼 > 퍼포먼스 > 셀러유니버시티 > 교육과정명칭검색
빠른링크: 아마존셀러유니버시티북미마켓플레이스, 유럽마켓플레이스, 일본마켓플레이스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uk/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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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지오른쪽하단의 “ ”를눌러저희에게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습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