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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뉴스레터 
제 1 호: 2015 년 8 월 19 일 수요일 

Amazon Sales Tips 

1. 미국 홀리데이 시즌이 Amazon.com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대표적 휴일 및 온라인 쇼핑이 빈번해지는 시기는 한해의 마지막 분기인 4 사분기(Q4) 입니다. 

Amazon.com 의 분기별 실적 그래프를 보시면 4 사분기에 급진적으로 아마존의 판매액이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전체 매출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구매자들이 집중적으로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지갑을 여는 시기임을 의미하므로 셀러분들은 이를 

대비해 미리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구매자에게 더 나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 셀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과 직결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Amazon’s revenue Q1 2011 ~ Q1 2015 (출처: Amazon.com earning report) 

 

 

 미국 홀리데이 일정 

2015 상반기 준비해야 할 프로모션 2015 하반기 준비해야 할 프로모션 

발렌타인 데이 – 2 월 14 일 

엄마의 날(Mother’s Day) – 5 월 10 일 

아빠의 날(Father’s Day) – 6 월 21 일 

졸업 시즌 – 5 월 중순 ~ 6 월 

개학(Back to School) – 8 월 ~ 9 월 

할로윈 – 10 월 31 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 11 월 26 일 

블랙 프라이데이 – 11 월 27 일 

사이버 먼데이 – 11 월 30 일 

크리스마스 – 12 월 25 일 

 

 홀리데이 준비 방법 

일반적으로 해당 휴일 한 달여 전부터 시즌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현재 시점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홀리데이는 10 월 31 일 할로윈 데이 입니다.  

o 2015 Halloween Landing Page: http://www.amazon.com/b?ie=UTF8&node=7586165011 

http://www.amazon.com/b?ie=UTF8&node=7586165011


o 할로윈 데이 주요 판매 상품: Halloween costumes (Women, Men, Kids, Baby, Pets), Candy, 

Chocolate, Home décor, Wigs, etc 

10 월 1 일부터 할로윈 프로모션이 시작되오니, 해당 기간중 판매 증진을 위해 아래 3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홀리데이 관련 상품 추가 리스팅하기 

2. FBA(Fulfillment by Amazon) 신청하고 아마존 물류창고로 홀리데이 상품 미리 배송하기 

3. Sponsored Product Campaign 과 같은 프로모션 생성하기 

위 3 가지 준비사항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한 셀러분들은 한국 Amazon 에서 만든 셀러 웨비나 교육을 

참조하세요. (하단의 Amazon Selling School 링크 참조) 

 

2. 아마존 글로벌 셀링 시 선택 가능한 외부 서비스 사업자 소개자료 발간 (다운로드) 

입점 준비에서 판매 운영까지의 글로벌 셀링 단계별 제 3 자 서비스를 소개한 자료로 번역, 상품 리스팅 생성, 

상품 이미징, 미국 직배송 및 FBA 배송, 판매 위탁관리, 상품정보 API 연동 등, 셀러 분들의 원활한 판매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내 가용한 외부 사업자 별 서비스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용코자 하시는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첨부자료 상 명시된 연락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직접 연락을 취해 주시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 시 “아마존 셀러” 라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Amazon Selling Coach 를 알고 계신가요? 

Seller Central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면 보이는 메인 페이지 중앙엔 ‘Amazon Selling Coach’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보유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셀러분들께서 리스팅하신 상품 종류, 가격, 

배송 방법, 프로모션 방법 등을 분석하여 기존보다 더욱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아마존의 가이드를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Reports > Amazon Selling Coach 를 클릭하면 각 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활용해보실 수 있는 메뉴인 ‘Inventory Opportunities’ 와 ‘Product Opportunities’ 

메뉴를 소개합니다. (Selling Coach 화면에서 ‘Selling Coach Reports’ 라는 첫번째 탭을 클릭) 

 

 Inventory Opportunities 메뉴: 판매중인 SKU 각각의 지난 30 일/14 일 동안의 판매개수를 보여주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 개수를 바탕으로 몇일 뒤에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보여주는 tool 

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재고를 미리 준비해서 업데이트하고, 특히 FBA 상품의 경우 Fulfillment Center 로 

상품을 미리 배송하여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합니다. 

https://s3.amazonaws.com/agskorea2016/Seller+Facing+Material/Global+Selling+Korea_Provider+snapshot+one+pager.pdf


 
 

 Product Opportunities 메뉴: 판매 상품의 카테고리 내에서의 판매 순위(Sales Rank) 와 검색날짜 

기준 Buy Box win price, 그리고 동일한 상품이 현재 아마존에 몇개가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Number 

of Offers 항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Rank 가 높은 상품일수록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이라는 

의미이며, 또 그 중 동일한 Offer 갯수가 적은 상품일수록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품이므로 Buy box 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Amazon Selling School 

한국 Amazon 에서는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로 

제공되는 2 가지 교육 링크를 보내드리오니 수강하지 않으신 셀러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Amazon Seller Central 계정 운영 가이드 웨비나 

Seller Central 을 통한 판매 운영 및 세일즈 관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웨비나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020435215247936770 

 Amazon 판매 증진을 위한 How to drive sales 웨비나 

상품 및 카테고리 확장, 프로모션, Sponsored Product, FBA 등을 통해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합니다. 

웨비나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46469807400183554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37911/ref=ag_37911_cont_20179673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02043521524793677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46469807400183554


 

 

Amazon News 

Amazon Prime Day 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아마존은 20 주년을 기념해 2015 년 7 월 15 일 Prime 멤버십 고객들에게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많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쇼핑 이벤트인 Prime Day 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이 날 하루에만 

아마존 역사상 가장 많은 고객들이 Prime 멤버십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전세계 고객들은 2014 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많은 갯수의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구매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존 셀러들은 Fulfillment by Amazon (FBA)를 활용해 미리 Prime Day 판매할 

물량을 아마존 물류창고에 준비, 이벤트 당일 각자의 판매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Prime Day 관련 인터넷 기사 

o '1 초에 398 개 판매'..아마존 프라임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뛰어넘어 – 이데일리 / 2015.07.19 

o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대박...파이어 TV 스틱.보스헤드폰 잘 나가 – 국제신문 / 2015.07.18 

o 아마존닷컴 '프라임데이' 대박,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추월 – 케이벤치 / 2015.07.17 

o 아마존닷컴 프라임데이 매출 대박 – 아시아경제 / 2015.07.16 

 

 Amazon Prime 이란? 

연회비 99 달러를 내고 아마존의 Prime 멤버십 회원들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여러 

프로모션, 이벤트 참여 및 무료 2 일이내 배송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원 제도를 말합니다. 

 
 

 

Thank you and happy selling!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75808660943616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0718.99002234415
http://www.kbench.com/?q=node/15308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611113486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