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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ales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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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미국의 홀리데이 일정 

 추수감사절(Thanksgiving) – 11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 11월 27일 

 사이버 먼데이 – 11월 30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홀리데이 기간 FBA 상품 배송 마감일 (FBA Inventory Cut-Off Dates) 

홀리데이 기간에는 미국 내 배송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FBA를 통해 상품 판매하는 셀러분들께서는 

판매할 상품의 예상 판매 수량에 맞추어 미리 아마존 Fulfillment Center 로 상품을 배송해주셔야 합니다. 

아마존에서 권장하는 FBA상품의 Fulfillment Center 로의 상품 배송 완료일은 12월 4일 입니다.  

  

2. 아마존 카테고리 확장하기 - 홀리데이 기간 늘어나는 구매에 대비하여 판매 상품군을 다양하게 

늘려보세요!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상품군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 대해 아마존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만약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판매 승인을 받았다면, 월 회비 $39.99 를 지불하는 Professional 

셀러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보이는 카테고리가 아마존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품 카테고리 리스트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카테고리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승인 요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Automotive & Powersports  

 2015 Holiday Selling Guidelines in Toys & 

Games 

 Amazon Custom 

 Jewelry 

 Beauty category: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Watches 

 Clothing & Accessories 

 Shoes, Handbags & Sunglasses 

 Amazon Exclusives 

 Luggage & Travel Accessories 

 Sports Collectibles 

 Cell Phone and Accessories 

 Collectible Books 

 Collectible Coins 

 Entertainment Collectibles  

 Fine Art 

 Gift Cards 

 Grocery & Gourmet Foods 

 Health & Personal Care 

 Major Appliances 

 Services 

 Video, DVD, & Blu-ray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2740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274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7173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7173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7173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7173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75752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75752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3259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3259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130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130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130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130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1609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1609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1692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1692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3399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3399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73755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73755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4272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4272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8007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8007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798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798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38527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3852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2680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268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94412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94412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25740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2574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04817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0481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1197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119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119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119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4399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43998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61354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61354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60758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607580


 Sexual Wellness 

 Carrier-Branded Locked Cell Phones 

 Wine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3160&ref_=ag_200333160_a_r1_co

nt_sgsearch 

 

 나의 판매 상품과 아마존 상품 카테고리 맵핑하기 

그렇다면, 나의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확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도 정확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 방법 – Amazon.com 에서 판매할 상품을 검색해본다. 

만약, 내가 야구 방망이를 판매하고싶은 셀러라고 가정한다면, Amazon.com 검색창에서 ‘baseball bat’ 

라고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화면 왼쪽에 해당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해보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가장 유사한 상품들이 

리스팅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방법 – Product Classifier 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야구 방망이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Product Classifier 툴을 활용하여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duct Classifier 링크: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inventory/classify 

링크 접속이 안될 경우, Seller Central 왼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Product Classifier’로 검색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065570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06557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57293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57293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ref=ag_201049050_cont_200333160?ie=UTF8&itemID=20104905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3160&ref_=ag_200333160_a_r1_cont_sgsearch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3160&ref_=ag_200333160_a_r1_cont_sgsearch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inventory/classify


 

1. 검색창에 ‘baseball bat’를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2. 나의 상품과 연관된 세부 구분 기준들을 추가하여 검색 결과를 더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3. 세부 상품으로 범위를 좁힌 결과 해당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여기에 추가로, Add product via Upload를 통해 대량으로 상품을 리스팅할 때 엑셀파일에 입력해야 

하는 필드값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승인 요청하는 방법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아마존의 승인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속한다면, 위 표에서 해당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한 다음 화면 하단의 ‘Request approval’ 이란 노란색 버튼을 클릭, 필요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Amazon Sell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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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뉴스레터에 소개드린 아마존 홀리데이 판매 준비를 위한 웨비나 교육을 다시 전달드리오니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셀러분들께서는 꼭 참조하셔서 11월, 12월 판매증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15 Selling on Amazon for Holidays’ 웨비나 - 홀리데이 판매 준비를 위한 한국어 교육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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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azon Seller University ( Visit Seller University ) 

또한, 아마존닷컴 셀러분들의 원할한 Seller Central 운영 및 판매 방안을 가이드하는 Seller University 비디오가 

제작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비디오가 영어로 업로드되어 있으나, 한국 셀러분들을 위해 순차적으로 ‘한국어’ 

비디오를 제작중에 있으니 완료되는대로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유> Seller University 한국어 동영상 

Quick Start Guide 비디오 리스트 한국어 동영상 링크 

Account info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0503975074832897  

Intro to seller fulfilled shipping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4627711770382803970  

Price banded shipping method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53062823496927489  

Shipping override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20390295468568065  

Notification preference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33556387708523265  

User permission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2426369644124117761  

Your info & policie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48051423196436225  

Payment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131769565514172673  

Manage order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838801181653406721  

Manage return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75501926801031681  

Return setting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05108723363129089  

* 제외된 일부 동영상은 추후 제작 예정입니다. 

 

 

 

Amazon News 

1. Seller Performance 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 안내: Return Dissatisfaction Rate/ Valid Tracking 

Rate/ Customer Service Dissatisfaction Rate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itemID=201047930&ref_=selleru_g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0503975074832897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462771177038280397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53062823496927489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2039029546856806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3355638770852326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2426369644124117761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4805142319643622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131769565514172673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838801181653406721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75501926801031681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105108723363129089


 

 Valid Tracking Rate – 유효 배송 트래킹 넘버 제공 비율 

아마존의 글로벌 셀러는 2016년 2월부터, 일부 아마존 글로벌 셀러**는 95% 이상의 미국 배송 건에 

대해 유효한 배송 트래킹 넘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이미 올해 8월부터 사무용품 

제품(Office Products)과 신발(Shoes) 카테고리에는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었으며, 만약 이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타겟인 95% 를 넘지못하면 해당 카테고리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는, 배송 트래킹 넘버 제공이 가능한 배송 방법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여유 시간을 두기 위해 내년 2월까지 95% 타겟 달성에 대한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2월 

이전까지 트래킹 넘버 없이 배송되는 건으로 인한 셀러 퍼포먼스의 영향은 없습니다만, 2 월 이후부터는 

non-FBA 상품은 무조건 95% 타겟을 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의 판매 권한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우선 현 시점에서 미국, 중국, 홍콩을 제외한 국가의 글로벌 셀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사에서 공지되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아마존의 모든 셀러가 배송 트래킹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alid Tracking Rate은 배송완료/확인된 총 배송 건수(total number of packages you've shipped and 

confirmed) 중 유효한 트래킹 넘버가 제공된 배송 건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셀러가 총 

200건의 패키지를 배송했고 그 중 190개가 트래킹넘버가 있었다면, 셀러의 Valid Tracking Rate 은 

95% 가 됩니다. 

(상세설명: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17070) 

 

 Return Dissatisfaction Rate – 반품 불만족 비율 

The Return Dissatisfaction Rate은 48시간 이내 대응되지 않거나, 반품을 잘못 거부했거나, 고객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반품 요청 건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반품 요청 건이 어떻게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17070


처리되는가에 따른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활용되며, 아래 3가지 세부 항목들에 의해 

계산됩니다. 

1) Negative Return Feedback Rate, 2) Late Response Rate, 3) Invalid Rejection Rate  

(상세 설명: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87610) 

 

 Customer Service Dissatisfaction Rate – 고객 서비스 불만족 비율 

구매자가 Buyer-Seller Messaging을 통해 셀러에게 받은 답변에 불만족한 경우, 해당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셀러가 구매자에게 주문관련 답변을 제공할 때, 아마존은 구매자에게 “귀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라고 설문하는 질문을 보내고 구매자는 이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셀러는 최근 답변들을 리포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난 리포트들도 Customer Satisfaction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Dissatisfaction Rate 은 구매자의 총 답변 갯수 중 "아니오" 답변 갯수의 비율로 

계산되며, 각 주문별로 가장 최근 답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처음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으나, 추후 셀러가 이슈를 설명하고 구매자가 설문 답변에 “예”라고 바꿀 경우, 이는 

“예”로 카운트 됩니다. 

(상세 설명: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93220) 

 

2. Sponsored Products 광고에 대한 가이드를 Amazon Selling Coach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2015년 11월 5일, Seller Central 메인 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Amazon Selling Coach 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Sponsored Product 광고 캠페인에 대한 아마존의 추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이 신규 기능을 통해 셀러들은 Sponsored Products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 ASIN을 추천받거나, 생성한 캠페인의 

종료 여부, 그리고 최대로 소요된 1일 광고료 등 다양한 정보를 Seller Central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화면 #1: New Sponsored Products Selling Coach Widget (기존 Sponsored Products 광고 진행 셀러) 

캠페인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번 광고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추천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876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893220


 
  

예시화면 #2: New Sponsored Products Selling Coach Widget (Sponsored Products 광고 미진행 셀러)  

Sponsored Products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 ASIN 들을 확인할 수 있음 

 
 

 

Thank you and happy se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