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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ales Tips 

 

1.     아마존 판매 증진을 위한 또 다른 방안, Customer Review 와 Seller Feedback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1) Customer Review vs. Seller Feedback 개념 소개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Customer Review와 Seller Feedback이라는 두가지 종류의 구매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첫번째, Customer Review는 구매자가 상품 자체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구매자 리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지, 

사이트에 대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등 다른 사람들이 구매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리뷰로 남깁니다. 

Customer Review 는 Product Detail Page 에서 제품명 바로 하단 그리고 Customer Reviews 섹션(아래 그림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두번째, Seller Feedback 은 구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Seller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는 것으로, 배송은 어땠는지, 

혹시 반품이나 교환을 했을 경우 셀러의 응대가 어떠했는지, 셀러가 보완해야 하는 서비스 레벨이 있는지 등을 

셀러에게 직접 피드백을 줍니다. 

Seller Feedback 은 Product Detail Page 에서 ‘Sold by ______’ 부분에 나와있는 셀러명을 클릭하면 해당 셀러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구매자가 입력한 셀러에 대한 피드백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셀러에 대해 간접적인 정보를 얻고 구매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2) Customer Review 요청 방법 

Customer Review 는 판매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마존의 구매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는 Amazon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리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판매가 저조한 셀러의 경우 구매자가 직접 리뷰를 

남겨주는 일이 많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아마존 내의 Top Reviewer들을 컨택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상품을 

써보게 한 다음 리뷰를 남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마존에서는 Paid Review 즉, 긍정적인 리뷰를 남겨주는 댓가로 어떤 형태로든 구매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op Reviewer들에게 리뷰를 요청할 때에는 아래 사항들을 준수하여 

리뷰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i. Top Reviewer 를 컨택하려면 http://www.amazon.com/review/top-reviewers링크에 접속하셔서 

Reviewer 리스트를 보신 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필요해 보이고, 과거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리뷰를 많이 썼던 사람을 찾아서 Send an Email 버튼을 클릭하면 리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Reviewer 프로필을 보면 관심사나 지금까지 리뷰한 상품들의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상품에 적합한 Reviewer를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amazon.com/review/top-reviewers


ii. Top Reviewer 에게 메일로 판매 제품을 소개하고,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금액에 보내줄테니 리뷰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문의할 때는 Reviewer 에게 positive 또는 negative review 모두 

수용할 수 있음을 꼭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We welcome both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from you.” 

iii. 만약 Reviewer 로부터 리뷰를 남겨주겠다고 답변이 오면, Reviewer에게 상품을 먼저 발송합니다. 

iv. 또한, Reviewer 가 상품에 대한 리뷰를 남길 때 ‘해당 리뷰는 무료로 상품을 제공받아 남긴 리뷰입니다’ 

라는 Disclaimer를 꼭 남길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예시: "I received this item complimentary for testing purposes and am sharing my honest and 

unbiased opinion about the product here with you.") 

 

3) Seller Feedback 요청 방법 

Seller Feedback 도 마찬가지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추후 삭제하는 댓가로 구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어떠한 인센티브(쿠폰, 기프트 

등)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rohibited Seller Activities and Action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ller Feedback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anage Orders 메뉴에서 Contact Buyer 링크를 클릭한 다음 "Feedback Request" 를 선택하여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품 포장에 메세지를 남겨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Thank you for purchasing our products on Amazon.com. We strive to offer you the best value 

and service possible. Please take a moment to rate us as a seller on the Amazon.com website.) 

또한, 여러분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어떻게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지 해당 방법을 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Amazon.com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Your Account 를 클릭합니다. (접속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Orders 섹션의 More Order Actions 메뉴에서 Leave Seller Feedback 이라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평가 작성을 완료한 뒤,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2. Sponsored Product 캠페인의 Daily budget 관련 주의사항 

몇몇 셀러분들께서 Sponsored Products 프로모션의 ‘Daily budget’에 대한 개념에 혼선이 있으신 듯 하여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이는 Amazon Seller Central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Daily budget 이란 아래 Sponsored Product 생성 화면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정확히는 ‘Average daily budget’ 

을 의미하는 것으로, 

셀러가 해당 캠페인에 대해 한 달 단위로 하루 평균 얼마를 예산으로 쓸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0386250/ref=pt_200386250_cont_12051


 

 

예를 들어, Daily budget 을 $100로 잡아놓았다면, Amazon 은 해당 프로모션이 시작된 날로부터 한 달을 

계산하여 31일째 되는 날, 최대 $3,100 (=$100 x 31일)에 해당하는 클릭당 비용을 여러분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해당 검색어 광고에 대한 비용 소진이 며칠 째 없더라도, 20 일쯤 뒤 어느 날 해당 

검색어에 대한 클릭이 몰려 발생했다면, 셀러 여러분이 설정한 ‘하루 평균 예산 x 31일’ 이란 최대 예산 금액 

내에서 청구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20일째에 한달 단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다면, 해당 캠페인은 

다음 달 프로모션 시작일까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daily budget 금액을 조정할 경우(하루에 최대 10번까지 조정 가능), 

새로운 daily budget 금액($) x 31일 중 남아있는 캠페일 일수(days) 로 새롭게 monthly budget 이 책정됩니다. 

(Seller Central 원문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

popup.html/ref=spcm_us_camp_status?itemID=201528510) 

 

 

 

Amazon Sell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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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북 및 동영상을 참조하시어 아마존 판매 증진에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 Return Management (반품 처리하기) 가이드 비디오 

‘2015 Selling on Amazon for Holidays (=홀리데이 시즌 판매하기)’ 웨비나에서도 안내드렸듯이, 11월~12월 

홀리데이 시즌에 많은 구매가 이루어진 만큼 구매했던 상품에 대한 교환 및 반품 요청이 12월~1월에 평소보다 

많이 몰리는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셀러 여러분들께서는 홀리데이 시즌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객 메세지에 대한 응대 및 교환/반품 요청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반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비디오를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어 Seller Account Health 에도 영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75501926801031681 

 

2. Amazon Selling Coach 가이드 자료 (한국어) – 다운로드 

Seller Central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Amazon Selling Coach 소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가이드북이 PDF문서로 

제작되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opup.html/ref=spcm_us_camp_status?itemID=2015285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opup.html/ref=spcm_us_camp_status?itemID=20152851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75501926801031681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5-1.+Amazon+Selling+Coach+%EC%86%8C%EA%B0%9C%EC%9E%90%EB%A3%8C+(%ED%95%9C%EA%B5%AD%EC%96%B4).pdf


첨부 자료는 메일 상단에 안내된 

링크(https://drive.google.com/folderview?id=0B5wqjIh3vjT2NHl6aFduNVkyWmc&usp=sharing )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셀러 여러분께 제공되는 맞춤 추천사항들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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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유> Seller University 한국어 동영상 

Seller Account Health 비디오 리스트 한국어 동영상 링크 

Intro to Account Health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822526752067

965185  

Performance Checklist Part 1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78559882671

27297  

Performance Checklist Part 2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8573548345

345025  

POP & Product Performance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777480204381

385985  

Common Account Health Question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4992438973

708033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Business 

Reports 비디오 리스트 한국어 동영상 링크 

Intro to Business Report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305695156612

153089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Business 

Reports Part 1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496641961036

557570  

https://drive.google.com/folderview?id=0B5wqjIh3vjT2NHl6aFduNVkyWmc&usp=sharing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page.html?itemID=201047930&ref_=selleru_gs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82252675206796518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882252675206796518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7855988267127297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7855988267127297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857354834534502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857354834534502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77748020438138598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77748020438138598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4992438973708033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5904992438973708033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305695156612153089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6305695156612153089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49664196103655757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496641961036557570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Business 

Reports Part 2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86317998236

329730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Business 

Reports Part 3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485114025322

864385  

* 제외된 일부 동영상은 추후 제작 예정입니다. 

 

 

 

Amazon News 

 

1. 미국 FBA(Fulfillment by Amazon) 수수료가 2016년 2월 18일부로 변경됩니다. 

주문처리(fulfillment), 운송(transportation), 상면(storage) 및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관련 원가 증가로 

인해 미국의 FBA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셀러분들의 판매 계획 조정을 위한 

시간을 드리고 홀리데이 시즌 판매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변경된 수수료는 2016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Fulfillment Fees: 2016년 2월 18일부터 변경 적용되며, Pick & Pack 및 Weight Handling 수수료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향 조정됩니다.  

 Monthly Inventory Storage Fee: 2016년 3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며, inventory storage 에 대한 월 

수수료(monthly fee)가 Standard-Size 및 Oversize units에 대해 상향 조정됩니다. 2016 년 3월에 발생한 

storage fee는 2016년 4월 처음으로 반영되어 셀러분들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Order Handling, Zero-Fee Fulfillment, Long-Term Storage 그리고 FBA Prep Services 에 대한 수수료는 위 

수수료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 적용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Multi-Channel Fulfillment 수수료는 

이번 수수료 변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 FBA 수수료 변경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https://www.amazon.com/fba-fee-change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변경사항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셀러분들은 본사 FBA business 팀(us-fba-

fee-announce-feedback@amazon.com)에 영문 메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ref=xx_headlines_cont_home#75251 ) 

 

2. Amazon의 신규 배송 서비스, Prime Air 발표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8631799823632973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3186317998236329730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485114025322864385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1485114025322864385
https://www.amazon.com/fba-fee-change
mailto:us-fba-fee-announce-feedback@amazon.com
mailto:us-fba-fee-announce-feedback@amazon.com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ref=xx_headlines_cont_home#75251


 

아마존은 Prime Air즉, 소형 무인기인 드론을 활용하여 30분 이내에 고객에게 안전하게 상품을 배송하는 새로운 

미래 배송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Prime Air는 기존에 아마존이 수백만명의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으며, 운송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또한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rime Air 가 실제 서비스로 제공되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관련 규제가 

해결되는대로 신규 배송 서비스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Amazon Prime Air 웹사이트 및 유튜브 동영상 보기 

 http://amazon.com/primeair 

 Youtube video 1: https://www.youtube.com/watch?v=MXo_d6tNWuY&feature=youtu.be 

 Youtube video 2: https://www.youtube.com/watch?v=98BIu9dpwHU 

 

 

Thank you and happy selling! 

 

 

https://www.youtube.com/redirect?q=http%3A%2F%2Famazon.com%2Fprimeair&redir_token=ELTvWg8cAXLA_ggvTCRMLGcEn5R8MTQ0OTgxNDg2OUAxNDQ5NzI4NDY5
https://www.youtube.com/watch?v=MXo_d6tNWu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8BIu9dpw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