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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럽] 2020 성공적인 성수기 대비를 위한 변경 사항  

작성일: 2020년 7월 24일 

 안녕하세요, COVID-19 상황에 맞춰 아마존은 고객과 셀링 파트너분들을 위해 훌륭한 성수기 

쇼핑 시즌을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물류 처리량을 

늘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문 앞에 직접 전달하고 셀링 파트너분들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항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셀링 파트너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셀링 파트너분들을 위해 처리량 증대와 도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며, 더 많은 직원 또한 고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올해 일본에 4개 (유럽에 11개)의 신규  

주문  처리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문 처리 센터의 표준 크기(Standard-size) 상품 

보관 규모를 작년보다 일본 기준 약 150만 세제곱피트 (유럽: 13백만 세제곱피트)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COVID-19 는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당사 또한 이에 대해 빠른 조치들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존은 전보다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COVID-19 관련 제품 공급에 

집중하여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셀링 파트너분들이 

아마존에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7월임에도 아마존은 성수기 쇼핑 시즌에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자체 소매 상품 주문을 줄여 더 많은 셀러분들의 상품을 수용하고 판매량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성수기에 모든 셀링 파트너 및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정 사항을 일본과 유럽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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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퍼포먼스 지수 기준값 변경 

아마존은 재고 퍼포먼스를 관리하여 성수기에 입고되는 모든 상품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IPI 최소 기준값 요건을 500점으로 변경합니다. 일본과 

유럽 모두 2020 년 9 월 1 일부터 연말까지 500 점 미만의 셀러에게는 재고 보관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다수의 셀러분께서는 이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IPI 점수가 500 점 미만인 

셀러분께서는 대부분 작년보다 더 많은 보관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재고 퍼포먼스 대시보드 (일본 대시보드/ 유럽 대시보드)에 안내되어 있는 판매 개선,  초과 및 

문제 있는 재고 관련 지침을 따르면 IPI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량 제한 

성수기 고객들의 상품 선택폭 최대화를 위해 아마존에서는 FBA 상품에 ASIN 수준의 수량 제한을 

도입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2개월 이상 판매를 위한 충분한 수량 공간이 확보됩니다. 

재고 보충 페이지 (일본 재고 보충 페이지/ 유럽 재고 보충 페이지) 및 재고 보충 보고서 (일본 

재고 보충 보고서/ 유럽 재고 보충 보고서)에서 상품에 대한 수량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재고 보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정 할 예정입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jp/inventory-performance/dashboard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inventory-performance/dashboard?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restockinventory/recommendations?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2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stockinventory/recommendations?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2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restockinventory/reports?reportTypeId=94300&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3&tbla_report-request-table=sort:%7B%22sortOrder%22%3A%22DESCENDING%22%7D;search:undefined;pagination: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restockinventory/reports?reportTypeId=94300&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3&tbla_report-request-table=sort:%7B%22sortOrder%22%3A%22DESCENDING%22%7D;search:undefined;pagination: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restockinventory/reports?reportTypeId=94300&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3&tbla_report-request-table=sort:%7B%22sortOrder%22%3A%22DESCENDING%22%7D;search:undefined;pagin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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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재고 처분 프로모션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보관 수수료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고 공간 확보를 위해 아마존은 

한시적으로 무료 재고 처분 수수료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아마존은 일본 기준 2020년 7월 

22일 (유럽: 7월 24일)부터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재고에 대해 제출된 모든 재고 처분 주문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재고 처분 주문을 생성하려면 재고 보관 기간 (일본 재고 보관 기간/ 유럽 재고 보관 기간)으로 

이동하여 재고의 FBA 아이템 옆에 있는 메뉴에서 “재고 처분 주문 생성”을 선택합니다. 

도움말 페이지 (일본 / 유럽)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완벽한 대응서는 없지만, 셀링 파트너분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아마존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아마존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셀러분께서 

미리 성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존 주문 처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https://sellercentral.amazon.co.jp/inventoryplanning/inventory-age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inventoryplanning/inventory-age?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4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GECH2P33GU6MTPGD?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europe.amazon.com/gp/help/GECH2P33GU6MTPGD?ref=nslp_at_5620495751060445419_nslnk_5_GECH2P33GU6MTPG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