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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 열람을 위한 리스팅 최적화  

(Optimize listings for search and browse) 

고객이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상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존 고객들은 아마존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 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찾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는 여러분이 상품 등록 시 

입력한 상품 정보 (상품명, 상세정보(description) 등)와 매칭됩니다. 키워드가 매치되는 정도나 가격, 판매가능 여부(=재고 

있음 여부), 판매 상품 가짓수, 과거 매출 이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의 상품이 고객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상품과 가장 관련성이 높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이 보다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상품 리스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품명 (Title)  

상품명에 포함되는 개별 단어들은 그 자체로 검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Laura Ashley Sophia Collection 300-Thread-

Count Pillow Cases (Blue, Queen, Set of 2)” 라는 상품명은 “Blue Pillow Cases” 라는 상품명 보다 더 나은 상품명입니다. 왜냐하면 

상품명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Brand) - Laura Ashley 

 상품 라인 (Product line) - Sophia Collection 

 재질 (Material) 또는 핵심 속성 (key feature) - 300-Thread-Count 

 상품 타입 (Product Type) – Pillow Cases 

 색상 (Color) – Blue 

 사이즈 (Size) – Queen 

 포장/수량 정보 (Packaging/Quantity) - Set of 2 

주의: 상품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카테고리 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의 

상품명 가이드라인이 궁금하다면 셀러 센트럴의 카테고리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품 상세 설명 (Description) 및 불릿 포인트 (Bullet Points (=Key Feature)) 

상품 상세 설명 및 불릿 포인트에 제공된 상품 정보 역시 검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품 상세 설명과 불릿 포인트는 고객이 

여러분의 상품의 중요한 세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에는 반드시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보만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개선하기 (Improve Product Details) 

명료하고 깔끔한 불릿 포인트 작성하기 

실험에 따르면 잘 작성된 불릿 포인트는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불릿 포인트는 여러분의 상품의 뛰어난 장점이나 

강조할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의 핵심적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불릿 포인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불릿 포인트를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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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구매 시 고려할만한 요소 5 가지가 무엇 일지를 고려해 보세요 – 상품의 규격, 사용 연령대, 상품 이용 혹은 

보관 시 유의사항, 사용을 위한 숙련도, 내용물, 원산지 등 

 불릿 포인트 작성 시 규칙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만약 불릿 포인트의 가장 첫 번째 정보가 원산지라면 여러분의 

모든 상품의 제일 첫 번째 불릿 포인트 정보는 원산지가 되어야 합니다. 

 상품명 그리고 상세 정보에 나온 정보 중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불릿 포인트에 반복하여 강조해주세요. 

 모든 불릿 포인트의 맨 첫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되도록 어구/구절로 작성하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적지 마세요. 

 홍보/프로모션 문구나 가격 정보를 포함시키지 마세요. 

위 가이드라인을 따른 불릿 포인트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우천 용품 (Rain gear)) 

 Made in USA 

 100% waterproof 

 100% breathable 

 Available in khaki, yellow, or green 

 Money-back satisfaction guarantee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품 상세 설명 작성하기 

여러분의 상품을 소개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불릿 포인트에서 강조했던 핵심 속성들을 이 상세 설명에도 추가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세 설명은 간단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 쓰여진 상품 상세 설명은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러분이 고객이 되었다고 

상상해봅시다. 고객은 어떤 감촉이나 느낌을 원할까요? 여러분의 상품을 소유하고 사용하면서 얻게 될 경험과 혜택들을 

종합한 정보들을 상세 설명에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고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점에 방문했을 때 

구매를 자극했던 요소들을 기억해보세요 – 이러한 요소에 대한 정보들이 상세 설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너무 간단한 상세 설명은 지양해주세요: 

예시 #1: A rugged microphone for sound professionals. 

예시 #2: Washable canvas pants with faux suede trim on the back. 

다음과 같이 잘 쓰여진 상세 설명은 탄탄하며 구매를 촉진합니다: 

예시 #1: In the tradition of the SM58®, the Beta 58A dynamic microphone has become a top choice among vocalists and touring 

sound professionals. The Shure Beta 58A is a high-output supercardioid dynamic vocal microphone designed for professional sound 
reinforcement and project studio recording. It maintains a true supercardioid pattern throughout its frequency range. This insures 
high gain-before-feedback, maximum isolation from other sound sources, and minimum off-axis tone coloration. The Beta 58A has a 
shaped frequency response that is ideal for close-up vocals. The superb performance of this microphone is not affected by rough 
handling, because of rugged construction, proven shock mount system, and hardened steel mesh grille help protect it from damage. 
Typical applications for the Beta 58A include lead vocals, backup vocals, and speech. 

예시 #2: Cut for active wear, these pure cotton canvas pants might be the most durable and comfortable trousers you'll ever wear. 

Washable faux suede trim on back pockets and D-ring add durability and extended wear. Available in brown, green, khaki, or stone. 
Washable.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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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항목 (e.g. Search Terms) 

아마존은 검색 키워드 (Search Terms), 주제 키워드 (Subject keywords), 스타일 키워드 (Style keywords)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을 

통해 셀러가 상품과 관련된 부가적인 키워드를 상품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은 반드시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 불릿 포인트, 브랜드명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상품과 관계가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키워드가 여러분의 상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이는 상품 상세 설명이나 불릿 포인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인원 프린터 (all-in-one printer; 복사, 스캔, 인쇄 기능을 모두 가진 프린터)의 경우 “스캐너(Scanner)” 

혹은 “복사기(Copier)”라는 단어를 위에 말한 검색 키워드 (Search Term) 항목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상품 불릿 포인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품에 대한 키워드 정보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상품명이나 상세 설명, 불릿 포인트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동의어나 축약어가 아닌 이상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어들을 

키워드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검색 결과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키워드 항목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혹은 경쟁사 상품명이나 브랜드, 저자명, 다른 성별 등과 같이 본인의 상품과 

관계가 없는 정보를 키워드에 입력하지 마세요. 관련이 없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키워드에 입력하는 것은 

아마존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상품 정보를 입력한 상품 리스팅은 카탈로그에서 삭제되며 여러분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상품이 잘못된 상품 분류체계에 속하게 

되어 여러분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단어를 입력하지 마세요. 한 항목에 과도한 단어를 기입하는 것은 아마존 판매 규정에 위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Prohibited Seller Activities and Actions(국문) 항목을 참고하세요. 개별 항목별로 지정된 글자 수 

제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품명, 저자명, 상품 상세 설명, 불릿 포인트, 브랜드 등에 입력한 중복된 정보를 기입하지 마세요.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하는 것이 검색 결과를 개선시켜 주지 않습니다. 

 검색 키워드 (Search Term)에 여러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입력할 경우, 가장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여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고객은 일반적으로 “큰 봉제 테디베어 (Big Stuffed Teddy Bears)” 라고 검색하지 “테디 봉제 베어 (Teddy 

Stuffed Bears)”라고 검색하지 않습니다.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를 구분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세요. 쉼표(,/Comma), 세미콜론(;/Semicolon), 

탈자기호(^/carets)는 입력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지 마세요. 예) “신상품(new)”, “세일 중(on sale)”, “재고 있음(available now)”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마세요. 예) “놀라운(amazing)”, “좋은 품질의(good quality)”. 대부분의 고객들은 검색 시 

이러한 주관적인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철자/단어를 포함시키지 마세요. 아마존의 검색 엔진은 고객들이 자주 틀리는 철자 및 단어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검색 단계에서 고객이 철자를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같은 단어에 띄어쓰기, 구두점, 대/소문자, 단/복수형의 변형을 주어 입력하지 마세요. 예) “80GB”와 “80 GB”, 

“Computer”와 “Computers” 등. 아마존의 검색 엔진은 자동으로 이러한 모든 형태의 변형을 포함하여 검색합니다.  

 폭력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마세요. 

 약어, 동의어나 대체어, 주제 (책의 경우),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책이나 영화의 경우)은 키워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Jul16_contents/Prohibited+seller+activities+and+actions_Jul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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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과 열람을 위한 리스팅 최적화  

(Optimize listings for search and browse) 
 
키워드 항목 잘못된 기입의 예 

상품 잘못된 키워드 입력의 예 이유 

Diamond Flower 14k White Gold Ring Gold, ring 이미 상품명에 있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키워드에 

사용되었음. 

Nike running shoes Adidas, puma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경쟁사 정보가 사용되었음. 

Popcorn Maker Ice cream, cones, bakery, obama, etc. 상품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사용함.  

Wood Bamboo Temple Wayfarer 
Sunglasses Green Frame 

amazing, good quality, trendy fashion 
2014, best seller, etc. 

키워드가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Colors of India Color, color, Colors, colors, etc.  대/소문자 변형, 단/복수 변형은 아마존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음. 

MS-305S Portable Mini-Speaker MS-305-S, MS305S, etc. 기호에 따른 변형은 아마존 검색 엔진이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음. 

키워드 항목 좋은 기입의 예 

상품 사용 가능한 키워드  이유 

Lord of the Rings lotr  
유명한 영화, 책의 경우 고객들은 해당 영화, 책 이름의 

약어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ON 3057 20-oz. Jacketed Fiberglass 
Claw Hammer 

nail pounder, nail puller, ripping tool  

고객들은 Claw Hammer(장도리)의 동의어인 Nail 

pounder, nail puller, ripping tool 등으로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Hermione Granger, Ron Weasley 
고객들은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 Fox Racing 180 Drezden Pants  Racewear, motocross gear  
고객들은 Racing Pants 의 대체어가 될 수 있는 Racewear, 

motocross gear 등을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Shadow Beast (An Adventure in 
Time) 

Time travel 
고객은 찾고자 하는 책의 주제(=장르)를 검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아마존은 검색 결과 제공 시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검색 결과 조작, 관련이 없는 검색 키워드, 그리고 공격적인 혹은 불법적인 단어 사용과 그 이외의 다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47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52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47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