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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이제 여러분의 셀러 센트럴 계정에서 아마존의 대표 프로모션 중 하나인 “라이트닝 딜”을 참여를 위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은 최대 6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아마존의 오늘의 딜(Today’s Deal) 페이지에 

상품을 노출하는 프로모션입니다.  

*주의* (2016 년 6 월 기준) 현재까지는 셀러 센트럴의 라이트닝 딜 메뉴를 이용한 딜 신청은 신청 페이지에 나오는 

Recommendations (추천상품) 목록에 표시된 상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천 상품에 표시되지 않는 상품의 딜 신청은 추후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닝 딜은 고객들에게 사랑 받는 프로모션 중 하나이며, 라이트닝 딜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강화된 노출: 여러분의 라이트닝 딜이 노출되는 오늘의 딜 페이지는 아마존 웹사이트 중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품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후광 효과 (Halo Effect): 라이트닝 딜은 딜이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딜이 종료된 이후에도 더 많은 고객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재고 처분: 혹 회전율이 느린 과다 재고 상품이나 시즌이 끝나기 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상품이 있다면 라이트닝 딜을 

이용해보세요.  

 

라이트닝 딜 안내 

라이트닝 딜(Lightning Deal)은 상품을 제한된 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으로서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존 딜 페이지에 해당 상품이 노출됩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들은 자주 할인이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프로모션 상품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 때 고객에게 선택 

받는 효과적인 프로모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객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할인이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 자격 및 요구사항 

고객에게 최상의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직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라이트닝 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참여 신청 후에는 최종적으로 참여 승인을 받아야만 딜 진행이 가능하며 이 때 아마존은 신청된 딜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거나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고객은 이례적일 정도로 놀라운 가치를 주는 라이트닝 딜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하고도 가치 있는 딜을 선별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에 한하여 딜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딜 참여 기준에 해당되는 몇 가지 항목들의 예시입니다. 다만, 본 항목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여 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amazon.com/gp/goldbox/ref=nav_cs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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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리뷰 평점: 오직 최고의 상품만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라이트닝 딜에 참여하려는 상품은 기준 이상의 

상품 리뷰 평점을 받아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게시된 리뷰의 숫자 및 전체 평점 모두가 딜 참여를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낮은 평점을 가진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라이트닝 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한 개 이상의 옵션(Variation)을 가진 상품으로 라이트닝 딜 참여를 할 경우 가급적 해당 상품이 갖고 있는 

옵션 모두를 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트닝 딜 참여를 요청한 상품의 가짓수가 전체 옵션 가짓수의 

80%에 미달될 경우 해당 승인 요청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딜 승인 요청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옵션 상품을 추가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여러분이 XX-Small, X-Small, Small, Medium, Large, X-Large, XX-Large 이렇게 총 7 가지 사이즈를 가진 옷을 판매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이 중 Small, Medium, Large 이 3 가지만 라이트닝 딜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전체 

가짓수의 43%에 불과하여 80%에 미달되므로 딜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적합성: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트닝 딜에 참여 가능한 상품 카테고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 – 미풍 양속을 해치거나, 딜을 진행하기에 부적절한 상품 – 의 경우 라이트닝 

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라이트닝 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품의 예시입니다. 본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상기 명시한 이유로 인해 라이트닝 딜에 참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라이트닝 딜 참여 불가 품목: 전자담배, 술, 성인용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및 유아용 유동식(이유식) 

 배송방식: 일반적으로, 라이트닝 딜은 모두 “Prime 프라임” 배송 가능 상품이어야 합니다. 즉 미국 외 지역에서 

상품을 판매중인 셀러의 경우 일반적으로 FBA 를 사용해야만 라이트닝 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여러분은 직접 라이트닝 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한 

신청서 내용 중 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 참여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나면, 신청서는 아마존의 딜 검토 팀에게 전달됩니다. 라이트닝 딜 참여에 따른 수수료*는 딜이 승인되고 아마존 

오늘의 딜 페이지에서 프로모션이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계정 잔고에서 차감됩니다. 

참고: (2016 년 6 월 기준)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직접 아마존 셀러 센트럴 내의 라이트닝 딜 메뉴를 통하여 딜 추천 

상품 목록에 있는 상품을 신청, 승인 받은 딜에 대해서는 라이트닝 딜 참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 외의 기타 판매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셀러 센트럴에서 “Selling on Amazon Fee Schedule”을 

검색하세요. 

 

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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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라이트닝 딜 참여 신청하기 

라이트닝 딜 참여 신청을 위해서, 먼저 셀러 센트럴의 Advertising 드롭다운 메뉴에서 Lightning Deals 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의 메뉴 목록 중 Create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은 아마존이 추천하는 딜 참여 대상 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ations) 

 

 
 

이 곳에 표시되는 딜 추천 상품은 매출이나 고객의 검색 트랜드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표시됩니다. 

2016 년 6 월 기준 현재까지는 셀러 센트럴의 라이트닝 딜 메뉴를 이용한 딜 신청은 오직 이 추천 상품에 표시된 상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딜을 진행하고 싶은 상품이 딜 추천 상품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셀러 서포트팀에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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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라이트닝 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을 찾으셨다면 해당 상품 하단의 Edi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생성되고 여러분은 이 곳에 딜 참여를 위한 몇 가지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Deal Quantity(딜 참여 수량): Minimum suggested unit quantity 값은 딜 진행을 위해 셀러가 최소한으로 준비해야 하는 

수량입니다. 해당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딜을 진행하고 싶다면 그 이상의 값을 입력해주세요. 다만, 여러분은 딜 

인행 예정 날짜 기준 최소 7 일 전까지 해당 수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주: FBA 셀러는 아마존 

주문처리센터 (FC)에 보관 중인 재고 숫자 기준) 만약 딜 진행 예정 날짜 7 일 전에 아마존 FC 에 보관 중인 재고 수량이 

딜 참여 수량에 미달될 경우 라이트닝 딜은 취소되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Deal Price (딜 진행 가격): Maximum allowable deal price 는 딜 진행을 위해 셀러가 판매해야 하는 최대 가격입니다. 

고객에게 보다 매력적인 딜로 보여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보다 더 낮은 가격 값을 입력해주세요. 

 Deal Schedule(딜 진행 시점): 아마존은 때때로 특정 시즌 (Deal Day) (예. 프라임데이, 사이버먼데이)에 머천다이징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정 시즌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참여 가능한 “Deal Day”를 선택하거나 혹은 딜 진행을 

원하는 주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 일 기준) 만약 여러분이 특정 주차를 선택했을 

경우, 아마존은 해당 딜이 진행 예정인 주로부터 최대 2 주 이내에 정확한 딜 진행 일정 (날짜 및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라이트닝 딜은 통상적으로 4 에서 6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진행 시간은 아마존이 결정합니다.) 

  

필요 정보를 모두 선택/입력한 후에는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딜 신청서 리뷰를 위해 제출합니다.  

 

딜 진행 가격 관련 안내: 고객들은 놀라운 가격의 딜을 사랑합니다! 딜 참여 가격이 통상적인 판매가격 대비 충분한 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 신청은 실제 딜 진행 날짜 이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딜 참여 신청을 해 둔 상품의 통상적인 판매 가격은 실제 딜 진행 날짜 전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딜 진행 

예정인 상품의 바이 박스 점유 가격이 딜 신청 시의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이는 딜 진행 가격의 할인율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해당 딜이 고객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날짜에 라이트닝 딜을 진행하려면 여러분은 

딜 진행 가격을 원래 신청했던 가격 이하로 낮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딜 진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경우 아마존은 

여러분에게 이메일과 셀러 센트럴의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를 통해 여러분의 추가적인 액션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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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라이트닝 딜 신청 후 해야 하는 일들 

라이트닝 딜 신청 후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이 딜 참여 수량으로 입력했던 만큼의 충분한 재고를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 (FC)에 미리 보충해주세요. 재고 

보충 시에는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고객의 수요까지 감안하셔서 보충 수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딜 예정 수량보다 재고가 부족할 경우 여러분의 예정된 라이트닝 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라이트닝 딜의 현재 진행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셀러 센트럴의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를 이용하세요.  

“Status” 부분에서 여러분의 딜이 리뷰 중인지 (Under review) 혹은 승인되어 진행 예정인지 (Upcoming), 혹은 현재 딜 

진행 중인지 (Active)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딜 진행 날짜와 시각을 확인하세요. 라이트닝 딜 신청 시 여러분은 딜이 진행되길 원하는 주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딜 진행이 승인되면 아마존은 여러분의 딜이 진행될 특정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딜에 

배정된 날짜나 시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은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서 해당 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 취소하기 

여러분은 딜 진행이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서 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딜이 취소되면 여러분의 딜 진행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딜 진행이 예정된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의 시점에서 딜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셀러 서포트팀으로 연락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긴급하게 셀러 서포트를 통해 딜을 취소할 경우 추후 라이트닝 딜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16, Amazon Services LLC. All Rights Reserved. An Amazon Company 영리목적을 위한 무단 복제 및 재배포를 금함           

  

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라이트닝 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라이트닝 딜을 진행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이트닝 딜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3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마케팅 – 라이트닝 딜 품목들은 아마존 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페이지 중 하나인 아마존의 

딜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또한 라이트닝 딜 진행 품목은 검색 결과에서 별도로 딜 진행 중이라는 아이콘이 

함께 표시됩니다.  

 후광 효과 (Halo Effect): 라이트닝 딜은 딜이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딜이 종료된 이후에도 더 많은 고객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즌마감이 임박한 상품의 재고 처분: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해당 시즌 상품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면 

라이트닝 딜을 이용하여 남은 재고를 빠르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딜 페이지 안에서도 더 잘 노출되는 딜은 어떤 딜인가요? 

고객에게 가장 매력적인 딜 (인기가 많은 상품이면서 동시에 할인율이 높은)은 때때로 가장 첫 페이지나 혹은 첫 페이지와 

근접한 곳에 표시됩니다. 아마존 딜 페이지 안의 모든 개별 딜들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딜들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여러분의 딜이 딜 페이지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되게 하고 싶다면 딜 신청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주세요. 

 고객들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많은 딜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상품이 다양한 색상이나 사이즈, 스타일 옵션을 

가진 상품이라면 최대한 많은 옵션을 딜 안에 포함시키세요.  

 고객들은 낮은 가격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딜을 진행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제 딜 참여 신청이 거절되거나 취소되는 것인가요?  

딜 진행 가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은 해당 딜 진행 승인을 거절하거나 취소, 혹은 오늘의 딜 페이지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딜 진행 가격은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낮아야 하며 고객이 해당 딜 상품을 구매할 때에 딜 

덕분에 원하는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했다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상품의 리뷰 평점 및 제품 

이미지 품질까지도 딜 승인 여부를 결정 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amazon.com/gp/goldbox/ref=nav_cs_gb
https://www.amazon.com/gp/goldbox/ref=nav_cs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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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제가 신청한 라이트닝 딜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라이트닝 딜 메뉴의 대시보드의 “Status” (상태) 열의 정보를 통해 제출한 라이트닝 딜 신청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태값과 해당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Status  상태 설명  

Draft 초안 딜 신청서가 작성되어 저장은 되었지만 리뷰를 위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제출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Under review 검토 중 딜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아마존 딜 검토 담당 부서에 의해 검토 중입니다. 

Needs edits 수정 필요 승인을 위해 딜 신청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Pending 대기 중 딜이 승인되었으나 구체적인 진행 날짜를 정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최종적인 딜 진행 날짜는 

예정된 딜 진행 날짜로부터 7 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Upcoming 진행 예정 딜이 승인 완료 되었으며 진행 날짜 및 시점 역시 배정되었습니다. 딜 진행 날짜 및 시각은 

아마존에서 지정하여 생성되며 이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Active 진행 중  현재 딜이 진행 중입니다.  

Ended 진행 완료  딜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Suppressed 제한됨 

 

현재 딜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진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딜이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면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uppressed 상태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해당 상품의 재고가 딜 예정 수량보다 

부족할 경우, 해당 상품의 가격 변경으로 인해 딜 진행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딜 진행 수량이 

최소로 진행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을 경우 등.   

Canceled 취소됨 딜이 취소되었으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셀러가 직접 취소를 했거나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진행이 취소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진행 예정인 라이트닝 딜을 취소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언제든 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딜 시작 시점으로부터 25 시간 이내에 딜을 취소할 경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주의: 만약 지난 12 개월 동안 1 회 이상 딜 시작 시점으로부터 25 시간 이내에 딜을 취소할 경우 추후 라이트닝 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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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제가 신청한 라이트닝 딜의 현재 상태가 Suppressed / Canceled / Needs Edits / Draft / Greyed Out 중 하나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딜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Suppressed (제한됨) 

만약 라이트닝 딜이 Suppressed (제한됨) 상태일 경우, 이는 딜 진행을 위한 요구 조건 전부 혹은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Suppressed 상태의 원인이 되는 요건들이 딜 시작 시점 기준 25 시간 전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딜은 자동적으로 

Cancel 취소 상태가 됩니다.  

만약 Maximum deal price (딜 진행 가능 최대 가격) 혹은 Minimum deal quantity (딜 진행 가능 최소 수량) 가 딜 진행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딜이 Suppressed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서 해당 값들을 조정하여 딜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수정해야 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딜이 Suppressed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inimum deal quantity 

(딜 진행 가능 최소 수량) 이상의 재고를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확보할 수 있어야 딜 진행이 가능 합니다.  

만약 가격, 딜 진행 수량, 재고 수량 모두 진행 요건을 충족시켰으나 여전히 딜이 Suppressed 상태일 경우 이는 딜이 아마존의 

딜 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여 해당 딜은 취소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Cancelled (취소됨) 

Cancelled 상태의 딜은 셀러가 수동으로 딜 진행을 취소하였거나 딜이 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취소되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딜이 어떤 사유로 취소된 것인지 이해하셨다면, 해당 ASIN 으로 

새로운 딜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Needs Edits (수정 필요) 

만약 딜이 수정 필요 상태라면 딜을 승인 받기 위해 신청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즉, 이 상태는 딜 신청 자체는 제출되었으나 

딜 진행을 확정 받아 Upcoming(진행 예정)상태가 되기 위한 승인은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상단의 

Suppressed (제한됨) 상태의 원인과 유사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 

해당 딜의 진행 일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안 (Draft)  

Draft 상태의 딜은 딜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 및 저장만 하고 리뷰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 버튼을 

클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시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ASIN greyed out  

If an ASIN is greyed out, it does not meet eligibility requirements. There is no action you can take to remed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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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ASIN Greyed Out (해당 ASIN 딜 진행 불가) 

만약 ASIN Greyed Out 상태라면 이는 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셀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왜 제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는 아무런 딜 제안 (Recommendation)도 나타나지 않나요? 

현재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는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딜 제안으로 표시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아무 제안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파는 상품 중 일부만 딜 제안 (Recommendation)에 표시되는 건가요? 

현재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는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는 상품만이 딜 제안으로 표시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을 

경우 아무 제안도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딜 제안 (Recommendation)을 받은 상품인데도 해당 상품으로 딜 신청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묶여있는 Variation Child (옵션상품) 중 너무 많은 상품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 A 라는 상품에 

A-1 부터 A-10 까지 총 10 개의 Child 가 있는데 이 중 예를 들어 6 개가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든 Child 

상품의 딜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는 나머지 4 개 Child ASIN 에 대해서만 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inimum deal quantity (딜 진행 가능 최소 수량)에 미달하는 재고가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 중일 경우. 딜 

진행을 위해서는 딜 진행 가능 최소 수량 이상의 재고를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딜 제안을 할 당시와 여러분이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딜을 신청할 당시의 딜 진행 기준이 달라졌을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The Lightning Deal in its current state does not conform to Amazon standards.” (현재 딜의 

상태가 아마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중복된 ASIN 상품의 딜 신청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하나의 ASIN 과 SKU 사이에는 1:1 매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복된 ASIN 을 이용하여 딜을 신청할 경우 (하나의 ASIN 에 대해 여러 개의 오퍼를 리스팅하여 1 개 이상의 SKU 가 있는 경우) 

여러분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ASIN 에 매칭된 1 개의 SKU 만 남기고 나머지 SKU 는 삭제해 

주십시오. 만약 이와 같이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딜이 딜 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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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You must include at least “xx%” of all product variations (e.g., size, color, etc.) in your 

proposed deal.” (신청한 딜에 해당되는 상품의 전체 옵션(색상, 사이즈 등) 중 XX%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는 딜을 신청한 상품이 1 개 이상의 옵션을 가진 상품일 경우에만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전체 옵션 중 포함되어야 하는 

옵션의 비율은 카테고리 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든지 간에 최대한 많은 옵션 상품을 딜에 포함시킴으로써 여러분은 딜 진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딜 진행 시 사용되는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일단 딜 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이미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Choose a week” (딜 진행 주차 선택하기) 드롭다운 메뉴에 선택 가능한 스케쥴이 나오지 않습니다.  

딜 일정을 지정하는 옵션은 주차 별로 달라지는 딜 진행 가능 슬랏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딜을 신청할 때 특정 주차의 

경우 이미 딜 진행 가능 슬랏이 다 차서 새로운 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주차의 기존 딜이 취소되거나 슬랏의 변화로 인해 가용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스케쥴을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 ASIN 에 대해 1 개 이상의 딜을 신청하려 할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의 딜을 진행한 후 똑 같은 ASIN 으로 다시 한 번 딜을 진행하려 할 경우 최소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국가 별 그리고 카테고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전담 아마존 직원 (Account Manager)을 통해 딜 신청 및 승인을 받았는데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셀러 센트럴의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존 직원을 통해 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딜이 

라이트닝 딜 대시보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딜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아마존 직원 (Account Manag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딜을 생성하고 난 후 언제쯤이면 제 딜이 승인 혹은 거절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딜 신청 이후 즉시 저희가 딜 진행 여부를 알려드리지만, 때때로 최대 15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딜 관련 안내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432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4321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4320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04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