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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 판매 수수료 및 FBA 수수료 업데이트
※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

2022년 11월 18일

연말에도 귀하가 꾸준히 보여주시는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으로 인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정상으로 복귀되기를

기대하며 2022년을 시작했지만, 연료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고, 일부 COVID-19 관련 문제가 지속되었으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인내심을 갖고 엄청난 기민성을

보여주었으며, 아마존과 함께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마존은 셀링 파트너를 대신하여 혁신을 위해 인력, 기술, 운송 및

인프라에 계속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귀하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가치가 높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에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아마존 미국 상품

판매 수수료 및 FBA(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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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판매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셀러에게 고객

수억 명의 트래픽, 고객을 위한 우수한 쇼핑 경험, 결제 처리, 사기 방지 등이

제공됩니다. 다음 수수료 카테고리가 제거됩니다. 수집용 동전, 엔터테인먼트 관련

수집품, 스포츠 관련 수집품 및 수집용 카드입니다. 영향을 받는 ASIN은 가장

적합한 상품 카테고리로 재분류되며, 이로 인해 재분류된 해당 상품에 대해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부는 더 낮거나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수수료 카테고리 정의.

2. 올해 초 아마존에서는 일시적인 비용 인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 아마존 FBA 

수수료에 대해 연료 및 인플레이션 추가 요금을 도입했습니다. 이 인상된 비용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아마존에서는 인상된 비용을

고려하여 아마존 표준 FBA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현재 별도의 연료 및 인플레이션

추가 요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래 요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올해 아마존에서는 일부 셀러가 고객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예상보다 더 많은 보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셀러의 상품을 FBA로 발송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FBA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계속해서

수수료를 기본 비용에 맞춰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고 상태가 개선되고, 

아마존 보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셀러를

위해 더 많은 용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3년 미국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 

수수료 변경 사항 및 2023년 보관 수수료 변경 사항.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영역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https://sellercentral.amazon.com/gc/fee-category-guidelines?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ABBX6GZPA8MSZGW?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2_GABBX6GZPA8MSZGW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J9NNG7RK4TU6E3Z?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3_GJ9NNG7RK4TU6E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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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마존에서는 FBA 아웃바운드 수수료율을 평균적으로 $0.22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기타 주문 처리 및 물류 공급업체에서 발표한 인상된

수수료율보다 낮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FBA 아웃바운드

수수료(4분의 3파운드 수준)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중량 등급을 도입하여

수수료를 배송비에 맞춰 조정할 예정입니다.

b. 의류 상품의 경우, 상품 중량과 용적 중량 중 더 큰 값을 사용하여 모든 대형

표준 크기 상품의 배송 중량을 결정합니다. 이는 2022년에 의류를 제외하고

12온스 미만의 모든 대형 표준 크기 상품으로 용적 중량을 늘린 변경 사항과

유사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c. 의류와 신발 및 가방류 카테고리의 고객 반품 상품에 대한 반품 처리

수수료율이 반품당 평균 $0.20 인하됩니다.

d. 비성수기 월 보관 수수료(1월~9월)는 표준 크기 상품의 경우 세제곱 피트당

$0.04, 크기 초과 상품의 경우 세제곱 피트당 $0.03씩 인상됩니다. 성수기 보관

수수료(10월~12월)는 정렬 불가 네트워크의 경우 세제곱 피트당 $0.20씩

인상되며, 정렬 가능 네트워크의 경우 변경되지 않습니다.

e. 최근 주간 판매량의 부피에 비해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재고 부피가

큰 셀러에게 보관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이 도입됩니다. 이는 판매량에 비해

보관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7.5%의 셀러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f. 271일~365일 사이에 보관된 재고는 적용되는 추가 요금이 인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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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 카테고리의 상품을 제외하고 180일~270일 사이에 보관된 재고에

대해 오래된 재고 추가 요금이 도입됩니다. 의류, 신발 및 가방류, 쥬얼리 및

시계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래된 재고 평가 날짜인 2023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래된 재고를 확인 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아마존 보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셀러를 위해 더 많은 용량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 이러한 서비스의 인상된 비용으로 인해 재고 처분 및 폐기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청산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동 청산 또는 재고 처분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자동 재고 처분 을 참조하십시오.

4. 아마존에서는 미국 FBA 뉴 셀렉션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적격 신규 FBA 상위 ASIN의 판매액에 대한 리베이트가 평균 5%에서 10%로

인상되고, 적격 상품 수가 늘어나고, 본 프로그램 내 특정 혜택에 대한 자격 기간이

연장됩니다. 리베이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셀러에게는 계속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BA 뉴 셀렉션.

5. 스몰앤 라이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적격 상품의 아이템 가격을 $10 이하에서

$12 이하로 인상하면 수수료가 절감되므로, 셀러는 더 많은 상품에 대해

프로그램의 절감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3년 FBA 스몰 앤 라이트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사항.

https://sellercentral.amazon.com/inventoryplanning/manageinventoryhealth?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4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200678710?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5_G2006787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6JNRB2KP2KWT4RA?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6_G6JNRB2KP2KWT4RA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3Z4AX6UNV5EN2VR?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7_G3Z4AX6UNV5EN2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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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경 사항은 아마존이 고객에게 집합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에 비해 높은 가치를 귀하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변경된 수수료는 기타 물류 공급업체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금액보다

낮습니다. 또한 아마존 주문 처리 수수료는 기타 주요 타사 물류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표준 배송 방법보다 평균 30% 저렴하며, 비슷한 수준의 2일 배송

대안보다 평균 70% 저렴합니다.

모든 수수료 변경 사항에 대한 요약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mazon.com/selling-fee-changes.

건강하고 희망찬 연휴 시즌이 되길 바라며 감사를 전합니다. 아마존은 귀하가

2022년, 2023년 그리고 앞으로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보여주시는 협력과 아마존과 협력하여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ttps://amazon.com/selling-fee-changes?ref=nslp_at_GKHZHNEGKVVXGR88_ko-KR_nslnk_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