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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ales Tips 

1.     미국의 4 분기(10~12 월) 홀리데이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홀리데이 일정 

2015 상반기 준비해야 할 프로모션 2015 하반기 준비해야 할 프로모션 

발렌타인 데이 – 2월 14일 

엄마의 날(Mother’s Day) – 5월 10일 

아빠의 날(Father’s Day) – 6월 21일 

졸업 시즌 – 5월 중순 ~ 6월 

개학(Back to School) – 8월 ~ 9월 

할로윈 – 10월 31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 11월 27일 

사이버 먼데이 – 11월 30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홀리데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Amazon FBA (Fulfillment by Amazon)를 꼭 활용하세요! 

1) 왜 FBA 인가요? 

 

2) 홀리데이 기간에 FBA 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약, 홀리데이 프로모션 기간에 FBA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은 셀러의 배송 가능 날짜를 자동 

계산하여 구매자에게 각 상품별 예상 배송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를 하는 글로벌 셀러의 

경우 Standard Shipping(17~30일)로 배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화면 예시와 같이 “해당 상품은 

홀리데이(크리스마스)를 지나 배송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구매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구매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구매를 꺼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셀러의 홀리데이 시즌 판매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시: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FBA를 활용하지 않은 셀러의 상품 상세 페이지 화면: ‘Arrives after 

Christmas’ 라는 주의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3)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FBA 를 준비 및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홀리데이 날짜를 기준으로 약 한달 전부터 구매자들의 쇼핑이 시작되므로, 아마존 역시 이러한 구매자들의 

쇼핑 패턴에 맞추어 홀리데이 시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들도 미리 한,두달 전부터 FBA 재고를 준비/배송해놓고 프로모션 판매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모션 기간에 미국내 배송업체 및 물류창고 그리고 아마존의 물류창고인 Fulfillment center 의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 배송 시간보다 1-2주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미리 배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Thanksgiving day (11월 26일)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준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Thanksgiving 프로모션 10월 말부터 시작 

 FBA 상품 미리 배송 (배: 9월 초, 비행기: 10월 초 부터) 

 상품 배송 전에 홀리데이 시즌에 판매할 상품 선정 및 배송 준비 작업 (배: 8월 중순, 비행기: 9월 

중순) 

신규 FBA 셀러라면 위 일정 전에 FBA로 상품을 등록하고 몇가지 상품을 test 로 배송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가올 4분기 홀리데이 판매에 대비하기 위해선 판매자 여러분의 주력 상품을 FBA로 

전환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월 주의사항! 

2015 년 추석 연휴기간 한국 우체국 휴무: 2015 년 9 월 26 일 토요일 ~ 9 월 29 일 화요일 

위 기간 우체국 휴무로 인해 9월 25일 ~ 9월 28일 사이의 주문건의 경우 미국으로의 상품 발송 및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셀러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Late Shipment Rate 을 하나의 평가요소로 보는데, Late 

Shipment 의 기준이 되는 요소가 바로 Handling time(Lead time to ship) 입니다. Handling time 은 

셀러가 구매자의 주문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실제 상품을 배송하고 Confirm Shipment 를 

클릭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셀러는 이를 상품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설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기본값인 1-2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이 구매자에게 주문일로부터 1-2일 내에 발송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상품을 발송해야 할 경우, 예상 발송일(Expected ship date)까지 맞추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셀러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BA를 통해 미리 상품을 보내어 놓지 않은 셀러분들의 경우, 이 시기에 handling time을 

미리 여유있게 조정하여 구매자에게 발송 지연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Handling time 수정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가이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이외의 타 배송업체를 활용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직접 휴무일을 확인하여 상품 발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Seller Central 에서 Handling time(Lead time to ship) 설정/수정하는 방법 

 Handling time이란?  

구매자의 주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Day 단위로 별도 

설정이 없을시, 기본 1~2일로 설정되어 있음), Expected Ship Date 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임 

 

 개별 수정 방법 

Seller Central > Manage Inventory > 각 상품별로 개별 ‘Edit’ 버튼 클릭 > Offer 탭의 Handling 

time 칸에 몇일인지 입력 후 > Save and finish 

 

 

 

 대량 수정 방법 – Inventory Loader Excel 샘플 파일 다운로드 

Inventory Loader 파일에 Handling time 수정이 필요한 상품의 SKU 정보 입력 후 Lead time to ship 

정보입력, Seller Central에서 업로드하면 수정 완료 

Seller Central > Inventory Loader 파일 다운로드 > Required field (SKU 정보) 작성 > ‘P 열’ Lead 

time to ship 열에 handling time 입력 후 txt. 파일로 저장 > Add product via Upload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Inventory Loader 작성 동영상 가이드: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opup.html/?itemID=201576540)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1.+Flat.File.InventoryLoader_%EC%83%98%ED%94%8C.xls
https://s3.amazonaws.com/seller-templates/ff/na/us/Flat.File.InventoryLoader.xls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opup.html/?itemID=201576540


 

만약, 리스팅되어 있는 내 상품의 SKU 정보를 한번에 리스트로 뽑아보고자 한다면, Inventory 

메뉴에서 Inventory Reports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인벤토리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Active Listings Report 를 선택하시고 Request report 버튼을 클릭하시면 1-2분 

뒤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은 txt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지므로 다운받은 파일을 

열고 나온 값들을 엑셀에 복사+붙여넣기하시면 ‘D열’의 seller-sku 에 정리된 숫자들이 현재 

리스팅된 Active SKU 정보이므로 이 값을 Inventory Loader 파일에 복사하고 lead time to ship 값을 

입력,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아마존 키워드 광고를 활용한 프로모션 ‘Sponsored Product 시작하기’ 자료 발간 (다운로드) 

Sponsored Products는 판매자가 설정한 검색 키워드를 구매자가 Amazon.com에서 검색할 경우 보이는 첫 

페이지의 상단, 왼쪽, 또는 하단에 Sponsored Product 로 상품을 노출시켜 판매를 증진시키는 

프로모션입니다. Seller Central 내의 Advertising> Campaign Manager 를 이용해 여러개의 광고 캠페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프로모션 생성 및 진행 가이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키워드 ‘mixing bowl’을 활용한 Sponsored product 화면 예시 

 

 

3.     아마존에서 가장 핫하게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 셀링 아이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되는 베스트 셀링 아이템을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를 

공유드립니다. 현재 판매하고 계신 상품군 뿐만 아니라, 향후 판매를 확장하고 싶은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아마존닷컴에서 잘 팔리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2.+Amazon+Sponsored+Product+%EC%8B%9C%EC%9E%91%ED%95%98%EA%B8%B0_%ED%95%9C%EA%B5%AD%EC%96%B4.pdf


 Amazon Best Sellers: http://www.amazon.com/gp/bestsellers 

 

 

 

Amazon Selling School 

한국 Amazon에서는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온라인 웨비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추가된 플랫파일(Flatfile)을 활용한 대량 상품 리스팅 가이드 교육과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가이드 웨비나 링크를 전달드리오니, 셀러분들께서는 아래 교육을 꼭 수강하셔서 아마존 4분기 

홀리데이 시즌 판매 증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대량 상품 리스팅을 위한 플랫파일(Flatfile) 작성하기 웨비나 (한국어) (다운로드)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7093753622749272578 

 

2. 플랫파일(Flatfile)을 활용한 상품 Variation relationship 생성하기 웨비나 (한국어) (다운로드)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7119706758717442 

 

3. FBA(Fulfillment by Amazon) 시작하기 웨비나 (한국어) (다운로드)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2402963239788454401 

특히, FBA를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핵심 자료를 한글화하여 PDF 파일 링크를 전달 드리오니 아직 FBA를 

진행하지 않는 셀러분들께서는 첨부드린 자료도 함께 참조하시어 FBA를 꼭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FBA Quick Start Guide (한국어) (다운로드) – FBA 신청을 위한 핵심 사항들을 담고 있으므로, 첫번째 

FBA shipment 를 생성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BA Shipment Creation Workflow (한국어) (다운로드) – FBA Shipping plan 을 설정하고, 상품을 

준비하여 아마존 Fulfillment Center 까지 배송하는 절차를 가이드하는 자료입니다. 

 

 FBA 단계별 활용 가능한 가이드 및 Tool 

FBA Pricing:  FBA 수수료는 상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책정됩니다.FBA Pricing 

http://www.amazon.com/gp/bestsellers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3.+Amazon+Listing+Gudie_%ED%94%8C%EB%9E%AB%ED%8C%8C%EC%9D%BC+%EC%9E%91%EC%84%B1%ED%95%98%EA%B8%B0.pdf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7093753622749272578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4.+Amazon+Listing+Guide_Variation+Relationship+%EC%83%9D%EC%84%B1%ED%95%98%EA%B8%B0.pdf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7119706758717442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7.+FBA+%EC%8B%9C%EC%9E%91%ED%95%98%EA%B8%B0+%EC%9B%A8%EB%B9%84%EB%82%98+%EB%B0%9C%ED%91%9C%EC%9E%90%EB%A3%8C.pdf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2402963239788454401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5.+Amazon+FBA+Quick+Start+Guide_%ED%95%9C%EA%B5%AD%EC%96%B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2-6.+Amazon+FBA+Shipment+Creation+Workflow_%ED%95%9C%EA%B5%AD%EC%96%B4.pdf
http://services.amazon.com/fulfillment-by-amazon/pricing.htm?ld=EMFBASoftlines0912as_left_fbaAS


o 표준 사이즈 (Standard-Size) = 상품 무게: 20파운드 이하, 크기: 18"x14"x8” 이하. 표준 사이즈를 

초과하는 상품은 Oversize로 분류됩니다.Learn more about Product Size Tiers 

o 판매하는 ASIN이나 SKU 넘버를 입력하면 예상 FBA 수수료를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FBA Calculator 

o 상품 저장 비용(Storage pricing) – FBA 재고의 아마존 물류창고 저장 비용에 대한 설명과 비용을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Inventory Storage Fee 

 

FBA Prep:  FBA를 신청한 모든 상품은 스캔 가능한 바코드가 있어야 하며, 박스에는 배송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o FBA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FBA Quickstart Guide (한글 PDF 자료 별도 

첨부) 

o FBA 라벨 작업 가이드 동영상:  FBA labels.   

o FBA Labels 미국 Avery 5160 라벨지와 같은 바코드 라벨지에 라벨을 인쇄하여 FBA 배송 상품에 

부착합니다. 또는, 아마존의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o FBA Instructional Videos – FBA 진행을 위한 라벨 작업, 상품 준비, 포장 등과 같은 절차를 가이드하는 

동영상입니다.   

 

FBA Shipment:  아마존은 최적의 Fulfillment Center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별 상품 및 카테고리 수요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셀러분들은 아마존 FC 위치와 FC로의 배송 비용을 FBA를 

최종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FBA 배송 입고 신청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hipment Creation Workflow (한글 PDF 자료 별도 

첨부) 

o FBA Shipment Checklist 는 상품을 준비하고 FBA로 배송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o FBA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셀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Replenishment Alerts 를 사전에 세팅해놓으면, 해당 

상품을 재고소진 전에 추가 배송할 수 있어 재고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Additional Support: FBA관련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FBA Frequently Asked 

Questions 

그 외 추가 질문 및 이슈는 Seller Support 를 컨택하시거나, FBA 전담팀에 이메일로 문의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o Seller Support –링크: here (아마존 세일즈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Seller Support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 지원) 

o Email our FBA Team – FBA 관련 문의사항은 본사 FBA 전담팀에게도 문의 

가능합니다(fulfillment@amazon.com). 본사팀이므로 문의는 영어로 해주셔야 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은 

영업일 기준 1-2일 내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Amazon News 

아마존닷컴, 작년대비 20% 증가한 약 230 억 달러로 2 사분기 실적 발표! 

7월 23일, 아마존닷컴은 올해 2사분기 실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http://services.amazon.com/redirect/?ie=UTF8&token=C7C85837D23A42EF638C4C54278EF45AE346886B&location=https%3A%2F%2Fsellercentral.amazon.com%2Fgp%2Fhelp%2Fexternal%2Fhelp-popup.html%3FitemID%3D201105770%26ld=AS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fba/revenue-calculator/index.html/ref=xx_xx_cont_xx?ie=UTF8&lang=en_US
http://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0627230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QRG/FBA-Quick-Start-Guide.pdf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0GK5Yo4Se5o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QRG/ItemLabels.pdf
http://www.youtube.com/user/FulfillmentbyAmazon/videos?view=0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QRG/Shipment-Creation-Workflow._V361553328_.pdf
https://images-na.ssl-images-amazon.com/images/G/01/fba-help/QRG/FBA-Shipment-Checklist.pdf
http://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029634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ref=ag_200146920_cont_scsearch?ie=UTF8&itemID=200146920&language=en_US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ref=ag_200146920_cont_scsearch?ie=UTF8&itemID=200146920&language=en_US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contact-us?_encoding=UTF8&ref_=ag_contactus_foot_home&urlStr=%2Fgp%2Fhomepage.html
mailto:fulfillment@amazon.com


- 지난 12개월 간 영업현금흐름(Operating cash flow)은 약 80억 달러로 작년 6월 30일 기준 

12개월동안 약 5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69% 성장하였습니다. 

- 2사분기 순매출액(Net sales)은 약 230억 달러로 작년 2사분기 약 19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20% 

성장하였습니다. 만약 올해의 환율 변화율을 감안한다면, 순매출액은 작년 동분기 대비 최대 27% 

성장으로 집계됩니다. 

- 2사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분기 1천 5백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던 것에서 4억 6천 4백만 달러 

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 순이익 역시 1억 2천 6백만 달러의 적자에서 9천 2백만 달러의 이익으로 회복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CEO인 Jeff Bezos 는 2사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멕시코 마켓플레이스 

오픈, Prime 고객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 론치, 9번째 Prime Now 도시 선정, 최초의 Prime Day 프로모션으로 

Black Friday 판매기록 갱신 등, 이러한 아마존의 비즈니스 확장은 우리의 2016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재생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원문 보기: 아마존 Media Room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

newsArticle&ID=2070675) 

 

 아마존 2 사분기 실적 발표 관련 국내 인터넷 기사 

o 전자상거래 시장 기싸움, 아마존이 알리바바 제쳐 – 아시아 경제 / 2015.08.13 

o 아마존, 월마트 뛰어넘고 최대 리테일러 – 국제섬유신문 / 2015.08.10 

o 아마존, 예상밖 실적개선...세계 최대 소매유통업체 '등극' – 파이낸셜뉴스 / 2015.07.24 

o 아마존, ‘어닝서프라이즈’…월마트 제치고 – 이투데이 / 2015.07.24 

 

Thank you and happy selling!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070675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07067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310312010159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52
http://www.fnnews.com/news/20150724145906830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