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상품 품질 관리 프로그램
“아마존에서는 언제나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아마존을 신뢰합니다. 셀러로서 여러분은 아마존의 상품 품질 및 정품
여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셀러로서 아마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리스팅이
블록되거나 아마존에서의 판매 자격을 상실하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을 내셔서 다음 가이드라인을 잘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아마존에 여러분이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의 종류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규정 위반은 크게 “(리스팅 정보에 입력된 것과) 물리적으로 상품이 다른 경우”의 규정 위반과 “지적
재산권 침해” 규정 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리적으로 상품이 다른 경우의 규정 위반
셀러가 등록하고 판매하여 고객에게 배송한 상품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상품 설명 및 상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상품을 등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아마존 규정 위반이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부서지거나 문제가 있는 상품, 잘못 분류되거나 허구의 상품을 배송할 경우, 혹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 안에 표시된 구성품을 누락하여 보낼 경우

o

(리셀러의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ell
yours 를 통해 리스팅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 사양이 똑같은 휴대폰 A 라 할지라도 미국 판매용 버전 A’와
한국 판매용 혹은 인터내셔널 버전 A’’의 상품의 디테일한 사양 및 모델명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셀러가 A’’를 아마존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A’의 리스팅에 Sell yours 를 해서는 안됨.)

상품이 실제 “물리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여부는 아마존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셀러가 “물리적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환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A-to-z 게런티 클레임 규정에 근거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금지된 셀러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 곳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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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 규정 위반
아마존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셀러로서 여러분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법적으로 판매 혹은
재판매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또한 이 상품들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 (저작권, 특허,
트레이드마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역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규정 위반 예시:
o

인기 있는 트레이드 마크를 가진 상품을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똑같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불법복제품, 모조품 판매)

o

본인의 상품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컨텐츠 (이미지, 문구 등)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패키지 혹은 상품 내 모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리스팅이 블록되거나, 셀러의 계정
정지 혹은 아마존에서의 판매 권리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규정 위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조하세요.

규정 위반의 확인 및 위반 시 집행 절차
아마존닷컴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관련된 규정 위반 시에는 아마존이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셀러의 규정 위반 여부
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권리를 가진 자의 신고: 지적 재산권을 가진 자는 본인 소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셀러의 행위를 아마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지적 재산권 침해 규정에 따라 아마존은 해당 규정을 위반한 셀러에 대해 제재를
취합니다.



가품(모조품) 신고: 아마존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품 신고를 상품의 품질 관련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셀러가 판매 중인 상품이 가품일 경우 해당 셀러에 대해 제재를 취합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신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품의 이미지, 설명 (사양, 구성품 등)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다를 경우 고객은 이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셀러에 대해서도
제재가 취해집니다.

더하여 엄격한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하여 특정 브랜드나 ASIN 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는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받은 카테고리 승인과 별개로 특정 브랜드 혹은 ASIN 에 대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임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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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
규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아마존은 규정을 위반한 셀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o

리스팅 취소

o

리스팅 제한

o

계정 정지 (한시적)

o

셀러 계정 블록 및 삭제 (판매 자격 상실)

규정 위반 사례 신고하기
셀러로서 만약 상품 품질 관리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아마존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셀러가 판매 중인 상품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온 내용과 물리적으로 다른 경우
만약 다른 셀러가 “물리적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여질 경우:
o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 후, Contact U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o

Other issues (기타 이슈)를 클릭 후, 하부 메뉴 중 Report a violation (규정 위반 신고)를 클릭합니다.

o

요구되는 포맷을 작성한 후 Send 를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시 해당 셀러로부터 상품을 시범 구매한 주문 번호 (Order ID)와 배송된 상품이 실제 아마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온 상품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해당 상품의 이름 및 ASIN 혹은 ISBN 번호

o

신고하고자 하는 셀러의 이름

o

해당 셀러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받은 주문 번호 (Order ID)

o

해당 셀러가 배송한 상품이 상품 상세 페이지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미지
첨부 가능)

여러분이 신고한 모든 내용은 저희 전담 조사팀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조사
결과는 여러분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만 저희 조사팀은 철저한 조사 후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본인이 권리를 가진 자로서 타 셀러의 권리 침해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Copyright, Trademark 관련 이슈)
본인이 지적 재산권 소유자로서 다른 셀러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Report Infringement (위반
신고) 포맷을 작성하여 아마존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사용자 편의 목적 상 국문으로 번역/제공됩니다. Amazon 의 정책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영문 사이트 및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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