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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으로 고객 리뷰 받기  

안녕하세요, 아마존 셀러 그리고 예비 글로벌 셀러 여러분! 아마존에서는 고객들의 리뷰가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다른 고객들이 남긴 상품/셀러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품 

상세 페이지를 멋지게 만들어도, 고객 리뷰가 없는 상품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고객들의 솔직한 리뷰를 받을 수 있냐고요? 글로벌 셀러 분들은 다음에 소개드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아마존 판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금, 아마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1.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이란?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Early Reviewer Program)은 리뷰가 적은 제품의 초기 리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 왜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첫 번째 리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등록된 아이템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대가로 아마존에서 작은 보상($3 기프트 카드)을 제공하여 셀러가 최대 5개의 리뷰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리뷰를 받으면 판매량이 최대 3.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리뷰는 검색 가능성, 검색 등급, 고객의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상품의 첫 번째 리뷰가 등록되면 판매량이 최대 

3.5배까지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리뷰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등록은 SKU 선택사항군 전체에 

적용됩니다. 아마존은 최대 1년이 경과하는 시점 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5개의 리뷰가 작성되는 시점까지, 

셀러가 등록한 상품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3.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의 목적과 예상 효과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기에 리뷰를 확보하도록하는 것입니다.  

리뷰는 고객이 보다 스마트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페이지 뷰를 높이고 판매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신청 요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리뷰가 5개 미만인 $15 이상의 제품  

 

https://services.amazon.co.kr/home.htm?ld=ASKRSOAEDUnvrb1v-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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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적용 기간 

등록 후 1년 동안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리뷰가 5개가 될 때까지  

6.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운영 방법 

셀러가 셀러센트럴을 통해 SKU 단위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아마존에서 해당 SKU를 구매한 구매자들에게 

리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리뷰를 작성할 시 아마존이 소정의 리워드 (ex. $1-$3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리워드는 해당 리뷰가 별저 1점 또는 5점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7.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참가 비용 

각각의 등록에 대해 $60에 관련 세금을 더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나의 등록은 상위 SKU군에 속한 모든 

SKU나 단독 SKU를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첫번째 리뷰를 받 은 시점에 $60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리뷰를 받은 개수와 무관하게 해당 SKU에 대한 수수료는 한차례만 청구되며, 리뷰를 받지 않으면 비용 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8.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참가 방법 

아마존(amazon)의 마케팅 툴,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셀러센트럴 로그인 > 광고 >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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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FAQ 

1) 리뷰어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품을 구입하는모든 고객 목록에서 무작위로 리뷰어를 선정합니다. 단, 고객은 

모욕적이거나 거짓으로 리뷰를 남긴 이력이 없어야 하며 아마존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셀러가 리뷰나 프로그램 참여 리뷰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SKU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고객 리뷰의 내용이나 별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뷰와 관련하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이 프로그램에서 상품에 대한 리뷰를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셀러 센트럴의 프로그램 대시보드에서 등록의 퍼포먼스/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직접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 리뷰에는 "얼리 리뷰어 리워드＂라는 주황색 배지가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