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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센트럴 새로운 기능 소개:  

자동 가격 조정 (Automate Pricing) 

이제 여러분은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을 통하여 수 많은 종류의 상품 가격을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수정할 필요 없이 

빠르고 손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미리 설정한 가격 설정 규칙 (Pricing Rule)이 바이 박스 가격이나 최저가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분의 상품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합니다. 

 항상 경쟁적인 셀러가 되세요 

여러분의 상품 오퍼가 보다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추세요. 

 가격 변화에 대해 통제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가격설정 규칙을 설정한 모든 상품들의 지난 30 일 동안의 가격 변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가격 설정 규칙을 수정하거나 일시 중지,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가격 조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더 중요한 다른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을 이용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가격 설정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 박스 가격에 대응시키기 (“Match the Buy Box”) 

 FBA 이용 최저가 대비 $0.10 낮게 가격 조정하기 (“Beat lowest FBA price by $0.10”) 

 현재 최저가보다 $1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Stay $1 above the lowes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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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격 조정 기능 이용해보기 

1. 가격 설정 규칙을 지정할 변수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의 가격과 비교를 할 것인지, 또한 해당 기준 가격보다 얼만큼 높은/가격을 유지할 것인지, 또한 

언제 가격 설정 규칙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❶: 최저가(lowest price)와 바이 박스 가격(buy box price) 중 어떤 기준의 가격과 비교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❷: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 대비 어떤 규칙으로 자동 가격 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3 가지가 

있습니다. 

1) ❶에서 선택한 비교 가격 보다 원하는 금액 혹은 퍼센트만큼 낮은 가격으로 조정 

2) ❶에서 선택한 비교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조정 

3) ❶에서 선택한 비교 가격 보다 원하는 금액 혹은 퍼센트만큼 높은 가격으로 조정 

❸: ❷에서 1 번째 혹은 3 번째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기준 가격보다 얼만큼 더 낮게 혹은 높게 가격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금액 ($ 기준) 혹은 퍼센티지 (%)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❹: 비교 대상이 될 다른 셀러들의 오퍼를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ASIN 및 Condition 에 해당되는 모든 오퍼와 비교합니다. 

2) 같은 ASIN 및 Condition 이면서 배송 방식이 같은 오퍼와 비교합니다. 

3) 같은 ASIN 및 Condition 이면서 셀러가 판매하는 오퍼와 비교합니다. (Sold by Amazon 상품 제외)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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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설정 규칙을 적용할 상품 SKU 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가격 설정 규칙이 적용될 상품 SKU 를 선택합니다. 

 

3. 가격 설정 규칙이 적용될 최저 및 최고 가격을 설정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 SKU 별로 가격 설정 규칙이 적용될 최저 가격과 최대 가격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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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가격 조정 (Automate Pricing) 

4. 자동 가격 조정을 시작합니다. 

원하는 SKU 의 종류와 각 SKU 별 최저가 및 최고가를 정확히 지정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후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오늘 바로 자동 가격 조정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https://sellercentral.amazon.com/automatepricing/home/ref=ag_xx_dnav_xx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