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러를 위한 뉴스레터 
제 6 호: 2016 년 1 월 18 일 월요일 

Amazon Sales Tips 

 

1.     2016 년 미국 홀리데이 캘린더 

미국의 주요 홀리데이 및 쇼핑 시즌을 공유해 드립니다. 각 홀리데이/시즌마다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들이 다르며, 

FBA 이용 Seller 의 경우 홀리데이 시즌 전후로는 FBA 입고 물량 증가로 평소보다 입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홀리데이 시즌용 상품은 미리 입고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16 년 상반기 2016 년 하반기 

• 발렌타인 데이 – 2 월 14 일 

•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 5 월 8 일 

• 아버지의 날 (Father’s Day) – 6 월 19 일 

• 졸업 시즌 – 5 월 중순 ~ 6 월 

• 개학/신학기(Back to School) – 8 월 ~ 9 월 

• 할로윈 – 10 월 31 일 

•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 11 월 24 일 

• 블랙프라이데이 – 11 월 25 일 

• 사이버먼데이 – 11 월 28 일 

• 크리스마스 – 12 월 25 일 

 

2. 부적절한 Feedback 삭제 요청하기 

 Feedback 은 여러분의 Storefront 에 표시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구매 전 해당 Seller 가 믿을만한 셀러인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또한 Feedback Rating 은 Buy Box Eligibility 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Feedback Rating 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존에서의 매출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Seller 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아래 3 가지 사항에 대해서 Yes/No 로 답한 후 Seller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5 점 만점의 별점으로 평가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1) Arrived on Time: 상품의 정시 도착 여부 

2) Item as Described: 제품 상세 페이지에 나온 상품 설명과 배송받은 상품이 실제 동일한지 여부             



3) Customer Service: 고객 질문에 대한 Seller 의 응대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 

 고객이 남긴 Feedback 이 아래 4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Seller 는 Amazon 에 부적절한 Feedback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Feedback 이 음담패설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2) Feedback 이 Seller 의 개인정보 (이메일주소, Seller 의 이름, 또는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3) Feedback 전체가 구매한 상품 자체에 대한 Review 에 해당할 경우 (Seller 에 대한 Feedback 과 상품 Review 가 

동시에 적혀 있을 경우는 예외) 

4) (FBA 로 발송된 상품에 한함) Feedback 전체가 배송이나 C/S 응대에 대한 내용일 경우, 별도의 요청 없이도 

Amazon 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feedback 은 rating 에 count 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본인이 받은 Feedback 중 위 사항에 포함되는 부적절한 Feedback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contact us 페이지를 

통해 Seller Support Team 에 Feedback 삭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Selling on Amazon > 

Customers and orders 를 클릭하신 후 부적절한 Feedback 에 해당되는 Order ID 와 삭제 요청 이유를 함께 

남겨주십시오. Seller Support Team 에서 여러분의 요청을 리뷰한 후 Feedback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삭제할 것입니다. 

Seller Central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31/ref=ag_20231_cont_761 

 

3. Sponsored Products 의 새 기능 “Bid+” 소개 

 검색결과 최하단이나 우측 배너에서만 보여졌던 Sponsored Products 광고가 일부 카테고리/키워드에 한하여 

검색결과 최상단에도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Bid+는 검색 결과에서 본인의 상품 광고를 최상단에 노출하고 싶은 Seller 분들을 위한 Sponsored Products 의 

부가서비스입니다. Bid+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Seller 는 먼저 Manually Targeted Campaign 을 생성한 후, 

Campaign Setting 에서 Bid+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hz/contact-us?_encoding=UTF8&ref_=ag_contactus_shel_xx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31/ref=ag_20231_cont_761


 

Bid+ 기능을 켜 놓은 이후 Seller 의 광고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이 가능해질 경우 Amazon 에서는 자동으로 

Seller 의 Bidding 값을 최대로 올려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Seller 의 광고가 검색 결과 최상단 노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광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bid 값 또한 올라가지 않습니다. 광고 집행 이후 Advertising 

Report 를 통해 Bid+ 집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광고 효율을 분석해 볼 수 있으므로, Seller 분들의 적극 활용 

바랍니다. 

Seller Central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968450 

 

4. 2 월 설 연휴 배송 지연에 대비한 Handling Time 설정 

설 연휴기간을 포함한 전후로는 각 운송사 별로 조기 집하 마감 및 휴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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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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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에 상품을 발송해야 할 경우, 예상 발송일(Expected ship date)까지 맞추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셀러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BA 를 통해 미리 상품을 보내어 놓지 않은 셀러분들의 경우, 이 시기에 handling time 을 미리 

여유있게 조정하여 구매자에게 발송 지연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Handling time 수정 

방법은 아래 자세하게 가이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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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ling time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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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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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196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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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Seller 만 이용가능) – Inventory Loader Excel 샘플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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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ler Central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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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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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분 뒤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은 txt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지므로 다운받은 파일을 열고 나온 값들을 엑셀에 

복사+붙여넣기하시면 ‘D 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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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Selling School 

한국 Amazon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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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월~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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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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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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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발행된 Newsletter Download 링크 공유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는 2015 년 8 월부터 매 월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Newsletter 에도 유용한 

자료나 팁이 있으므로 신규 Seller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Newsletter 를 다운받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각 Newsletter 에 함께 첨부 드렸던 자료들은 Newsletter 내의 다운로드 링크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1 호 (2015 년 8 월)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2 호 (2015 년 9 월)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3 호 (2015 년 10 월)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4 호 (2015 년 11 월) 

Amazon Global Selling Newsletter 5 호 (2015 년 12 월) 

Amazon News 

 

1. 2015 년 홀리데이 시즌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Amazon CEO 인 Jeff Bezos 는 성공적인 홀리데이 시즌을 마감하며 “12 월 셋째주에 가입한 Prime 가입자 수만 

3 백만 명이 넘으며, 2 억개 이상의 상품이 Prime Free Shipping 으로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Prime 가입자들이 

Prime Video 를 통해 시청한 시간은 작년의 두 배가 넘으며 Amazon 이 직접 제작한 TV 시리즈물인 “The Man in 

the High Castle”은 홀리데이 시즌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아마존 임직원을 대표하여 

모두가 행복한 홀리데이가 되셨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운을 빕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mazon 홀리데이 시즌의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요약) 

- 홀리데이 시즌 동안 거의 70%의 Amazon 고객이 모바일로 쇼핑을 했습니다.  

- Cyber Monday 단 하루 동안, 가수 Adele 의 CD 는 3 초에 한 개씩 판매되었습니다. 

- 홀리데이 시즌 동안 Amazon 고객들이 구매한 Jenga (나무 쌓기 블록) 세트를 쌓아 올릴 경우,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70 배 높이에 달합니다. 

- 홀리데이 시즌 동안 Amazon 고객들은 손목시계를 3 초에 한 개씩 구매하였습니다.  

(원문 보기: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125057) 

 

 또한 이번 홀리데이 시즌은 Amazon Seller 들에게도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다. 2015 년 Cyber Monday 에만 

Amazon Seller 들의 매출은 4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 중 가장 큰 Shopping Day 중 하나인 Cyber Monday 에 3rd party seller 들이 받은 주문 건수는 2,300 만건이 

넘었으며 이는 전년 동일 대비 40%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Seller 들의 Business 성장을 위해 Amazon 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의 경우, 2015 년 한 해 동안 10 억 건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cording/7675501926801031681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Newsletter+2015/1%ED%98%B8_Amazon+Global+Selling+Newsletter+(15%EB%85%84+8%EC%9B%9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Newsletter+2015/2%ED%98%B8_Amazon+Global+Selling+Newsletter+(15%EB%85%84+9%EC%9B%9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Newsletter+2015/3%ED%98%B8_Amazon+Global+Selling+Newsletter+(15%EB%85%84+10%EC%9B%9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Newsletter+2015/4%ED%98%B8_Amazon+Global+Selling+Newsletter+(15%EB%85%84+11%EC%9B%94).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newsletter2016/2015+Newsletter+archieve/Newsletter+2015/5%ED%98%B8_Amazon+Global+Selling+Newsletter+(15%EB%85%84+12%EC%9B%94).pdf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125057


이상의 Seller 들의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Seller 들을 위한 Targeted Advertising Tool 인 Sponsored 

Products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 간 100%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Seller 들이 Sponsored Products 를 통해 

벌어들인 Sales 는 2015 년에만 15 억 달러 (한화 약 1.6 조원)가 넘습니다.  

(원문 보기: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126161) 

 

Thank you and happy selling! 

 

 

 

 

http://phx.corporate-ir.net/phoenix.zhtml?c=176060&p=irol-newsArticle&ID=2126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