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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자로 발표된 아마존의 변경된 정책에 따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 상품에 대한 대가성 리뷰를 포함한 

모든 대가성 리뷰 작성이 금지됩니다.  

 

대가성 리뷰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뷰 작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며 이는 여러분이 리뷰 작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거나 리뷰의 작성 여부나 작성된 리뷰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대가성 리뷰로 간주되는 경우의 예시이며 모두 아마존의 정책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리뷰 작성을 대가로 상품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거나, 기프트 카드, 리베이트, 현금 지급, 혹은 그 외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 

 리뷰 작성 여부에 따라 고객에게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거나 혹은 향후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리뷰어의 리뷰 작성 여부에 따라 리뷰어의 멤버십이 유지되는 리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리뷰어가 작성한 리뷰 내용을 보고 해당 리뷰어를 평가할 수 있는 리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리뷰어가 본인의 아마존 공개 프로필을 등록하여 리뷰 작성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고객에게 리뷰 작성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마존 정책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라 연방 거래 위원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금지 사항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모든 아마존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일반적인 가격 할인 프로모션 진행 (예: 라이트닝 딜) 

 트레이드 쇼, 컨벤션, 혹은 유사한 행사 및 장소에서 무료로 상품을 배포하는 행위. 이 경우 여러분이 해당 상품을 

받은 사람들이 리뷰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의 리뷰 작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사 및 장소에서 무료로 상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도서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상품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도서 카테고리에 한하여,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리뷰 카피를 출판 이전에 사전 배포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셀러 금지 사항 (Prohibited Seller Activities and Actions)(국문) 

 라이트닝 딜 (Lightning Deal)(국문) 

 홍보성 컨텐츠 관련 안내(영문) 

 

셀러 센트럴 원문 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Jul16_contents/Prohibited+seller+activities+and+actions_Jul16.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oreaonboarding2016/Newsletter_2016/Aug16_contents/New+feature+Lightning+Deal_update_Aug16.pdf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2094170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