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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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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ales Tips 

1.     미국의 11~12 월 홀리데이 일정을 참조하여 미리 상품 판매를 준비하세요! 

·         미국 홀리데이 일정 

 

 

2.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 아마존 셀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판매를 더욱 높일 수 있을까요? 새롭게 추가된 

셀러 온라인 웨비나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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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elling on Amazon for Holidays’ 웨비나 컨텐츠: 

o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하기 (배송, 반품, 피드백 대응 등) 

o 상품 리스팅 퀄리티 개선하기 

o 검색어 최적화하기 

o 새로운 상품 판매 기회 찾기 

o 경쟁력있는 가격 세팅 및 프로모션하기 

o FBA를 통한 홀리데이시즌 판매 우위 점하기 

 

 

 

 웨비나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188775849254817026 

 웨비나 발표자료: 다운로드 

 

3. 아마존 판매 증진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 검색어(Search term) 최적화하기! 

구매자는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검색합니다. 그 중 고객이 상품을 

검색하는 주된 방법이 바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해 관심있는 상품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때문에 판매자가 

설정한 검색어(Search term)는 판매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색 키워드를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상품 디테일 페이지의 페이지 조회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의 Top 10 Tips 를 참조하여 

여러분의 상품 검색어도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471?ie=UTF8&ref_=ag_10471_cont_200314580& 

 

1. 최대한 상세한 상품명을 이용하세요. 

상세한 상품명 예시: Laura Ashley Sophia Collection 300-Thread-Count Pillow Cases(Blue, Queen, Set of 2) 

o Brand and description - Laura Ashley Pillow Cases 

o Product line - Sophia Collection 

o Material or key ingredient - 300-Thread-Count 

o Color - Blue 

o Size – Queen 

o Quantity - Set of 2 

2. 다른 항목에 이미 포함된 단어를 재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제품명에 "blue"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연관 검색어 값에 다시 한번 추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검색어에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세요.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188775849254817026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3-1.+2015_HolidayWebinar_FINAL_%ED%95%9C%EA%B5%AD%EC%96%B4.pdf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471?ie=UTF8&ref_=ag_10471_cont_200314580&


만약 여러분이 검색어에 따옴표를 추가한다면 정확히 그 검색어를 이용한 고객에게만 노출이 되도록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4. 연관성이 있는 검색어만 활용하세요. 

5. 적합한 동의어 또는 맞춤법을 사용하세요.  

6. 검색어를 가장 논리적인 순서로 설정하세요.  

고객은 teddy stuffed bears 라고 찾기 보다는 stuffed teddy bears 라고 찾을 것 입니다. 

7. 축약어 사용을 지양하세요. 

가장 형식적인, 대중적인 축약어만 이용해주세요. 만약 제조사가 제품 명에 축약어를 포함하여 제공 

한다면 이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8. 검색어에 오타를 유의해 주세요. 

9.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마존 시스템은 쉼표를 무시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각 단어가 개별 단위로 인식되기를 희망하시면 

띄어쓰기를 하세요.  

10.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저희 검색 엔진은 기본적인 파생어를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glove의 복수형인 gloves는 같은 단어로 

인식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검색어가 상품 노출에 도움이 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검색어로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검색 결과로 너무 많은 상품이 검색될 경우 내 상품과 연계된, 검색 결과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다른 검색어를 찾아보며 검색결과를 좁혀나가 보세요. 더 자세한 설명은 ‘2015 Selling 

on Amazon for Holidays’ 웨비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마존의 Shipping Settings 기능이 보다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 년 1 월 현재 일부 셀러분들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므로 아직 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신 셀러분들은 

이용이 어려우신 점 양해 구합니다.] 

가이드 자료: 퀵 가이드 다운로드 / 설정 가이드 다운로드 

 New Shipping Settings 이란? 

o 미국 주(州)별 배송 시간을 판매자 상황에 맞춰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2일 이내 배송 옵션에 대한 배송비를 미국 주(州)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미국 지역 이외 국가로의 배송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국가별 배송 시간과 배송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o 보유한 SKU를 그룹화하여 각각에 다른 배송 세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배송 설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들: 

o 기존 설정된 Shipping Overrides 가 있는 경우, 신규 배송 설정으로의 자동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o Shipping Override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규 Shipping Setting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전환 이후 배송 설정은 경우에 따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o 신규 플랫폼으로 한번 전환을 완료하면, 이전 버전의 배송 설정 환경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합니다.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3-2.+New+Shipping+Settings+%ED%80%B5+%EA%B0%80%EC%9D%B4%EB%93%9C_%ED%95%9C%EA%B5%AD%EC%96%B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3-3.+New+Shipping+Setings+%EC%84%A4%EC%A0%95+%EA%B0%80%EC%9D%B4%EB%93%9C_%ED%95%9C%EA%B5%AD%EC%96%B4.pdf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576530


 

 
 

*주의: New Shipping Settings 기능은 현재 일부 셀러에 대해서만 가용한 기능으로 4분기 동안 테스트 

기간을 갖고, 내년부터 전체 아마존 셀러의 Seller Central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 

Shipping setting 메뉴에서 위 보라색 박스 ‘Migrate Now’ 메뉴가 보이지 않는 셀러분들께서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해당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mazon Sell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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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가이드 웨비나에 이어 1. 실제 Seller Central에서 FBA 설정하는 

데모영상을 담은 비디오와 2. 아마존 Fulfillment Center 소개 비디오를 전달드리오니, 셀러분들께서는 아래 

비디오를 참조하시어 아직 FBA를 신청하지 않은 셀러분들께서는 아마존 4분기 홀리데이 시즌 판매증진을 위해 

꼭 FBA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1. How to create a shipment to Amazon Fulfillment Center – FBA Youtube 한글자막 비디오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974559965707884034 

2. How Amazon receives your inventory - FBA Youtube 한글자막 비디오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461679688590450689 

3. ‘2015 Selling on Amazon for Holidays’ 웨비나 - 홀리데이 판매 준비를 위한 한국어 교육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188775849254817026 

 

 

 

Amazon News 

1. 아마존 글로벌 셀링 시작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론치 안내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974559965707884034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461679688590450689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188775849254817026


Amazon.com을 통해 북미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시는데에 조금 더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한글로 지원되는 전용 웹사이트가 론치되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s://go.amazonservices.com/global-selling.html 

 

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기본적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위한 입점 신청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입력하셔도 조회 및 접속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Navigating 가이드] 

• 사이트에 접속하신 이후, 먼저 페이지 첫 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언어설정 버튼을 통해 “한국어”로 

페이지를 전환 가능합니다. 

• 그리고 첫 페이지에 위치한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단계 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연결되는 페이지 역시 우측 상단의 언어설정을 활용해 한국어 

페이지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웹사이트 상단 및 주요 섹션마다 자리하고 있는 “등록 문의”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존 코리아로 셀러 

분들의 입점 신청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후 아마존 코리아로부터의 입점절차 지원이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 이미 Amazon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셀러분들의 일부 판매관련 문의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지원은 

아마존코리아가 아닌 아마존 내 타 기능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우체국(USPS)의 RR 트래킹 서비스 중단 안내 

2015년 10월을 기해 USPS가 해외 RR (등기메일) 트래킹 서비스 제공국가 중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국내 

아마존 글로벌 셀러 분들께 예상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https://go.amazonservices.com/global-selling.html


 

아마존 배송 시 트래킹 넘버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판매 이후 구매자로부터 클레임이 발생 가능하며 

셀러분들께서는 상품을 원활히 발송했다는 증빙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킹 넘버가 

없을 경우 Account Health 지표 중 “Delivered on time” 항목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함에 따른 Account Health 

악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RR 서비스의 변동에 대해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정책 상 특히 Shoe (신발) 및 Office Product (사무용품) 카테고리는 트래킹 넘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Policy Violation (정책위반)임을 양지하시어, 해당 상품군을 판매하고 계시며 RR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셨던 셀러 분들께서는 꼭 트래킹 넘버 제공이 가능한 대안을 활용하셔야 셀링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nd happy se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