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Page | 1  작성일자: 2020 년 7 월 

 

2020 년 성수기 대비를 위한 변경 사항 –FAQ(자주 

묻는 질문)  

참고: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휴 시즌을 맞이하면서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성수기 기간 모든 셀링 파트너 및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정 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셀링 파트너에 대한 아마존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자체 소매 상품 주문을 줄여 더 많은 파트너의 상품을 

수용하고 판매량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BA의 모든 상품에 수량 제한이 있습니까?  

예. 셀러가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발송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는 수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상품에는 3 개월 이상 판매될 수 있는 충분한 수량 공간이 확보됩니다. 

 

발송할 수 있는 재고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을 확인하려면 재고 보충으로 이동하여 공급 일수 열을 확인하십시오. 색상 

표시줄 위의 상품을 클릭하면 최대 배송 수량이 포함된 팝업 창이 열립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restockinventory/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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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최대 배송 수량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최대 배송 수량 = 허용되는 최대 재고 수준 - 사용량  

각 상품의 사용량 메트릭은 재고 보충의 공급 일수 열에 표시됩니다. 색상 표시줄 바로 위의 

상품을 클릭하면 사용량 정보가 포함된 팝업 창이 열립니다. 사용량은 현재 아마존의 재고량을 

나타냅니다. 이는 최대 재고 수준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최대 배송 수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고 중 배송 상품 수량, 재고 처분 보류 중 재고량 및 예비 재고량으로 

구성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마존에서 공급하는 재고량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상품 또는 최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은 판매 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에 대해 초기 수량 제한을 적용합니다. 수량 

제한은 상품의 판매 퍼포먼스 구축(최대 4 주 소요)에 따라 증가됩니다. 재고 보충 페이지 및 

재고 보충 보고서에서 새 상품 또는 최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수량 제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의 수량 제한을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존은 현재 수량 제한 수정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품에 대한 배송을 생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ttps://sellercentral.amazon.com/restockinventory/recommendations
https://sellercentral.amazon.com/restockinventory/recommendations
https://sellercentral.amazon.com/restockinventory/reports?reportTypeId=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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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품에 대한 배송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배송 계획에 있는 상품의 수량이 ASIN 의 최대 배송 수량 제한을 초과합니다.  

 정렬 유형 사용량이 보관 모니터링의 현재 보관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ASIN 에 정책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예: 위험물/유해물질).  

 

추가 변경이 적용될 예정입니까? 

아마존은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를 가장 잘 지원하고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에 대비하여 모든 셀링 파트너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존 주문 처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PI 점수가 500점을 초과하지만 배송을 생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FBA ASIN 에는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IPI 점수가 500 점을 초과하지만 배송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송 계획에 있는 상품의 수량이 ASIN 의 최대 배송 수량 제한을 초과하거나  

 ASIN 에 정책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예: 위험물/유해물질).  

 

 

어떤 셀러 및 ASIN이 무료 재고 처분 프로모션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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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BA 셀러와 미국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의 모든 ASIN 이 이 프로모션 대상입니다. 

 

프로모션을 적용하려면 언제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까? 

2020 년 7 월 14 일 또는 이후에 제출된 재고 처분 주문은 이 프로모션에 적합합니다. 단, 이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프로모션이 종료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과거에 재고 처분 지연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현재 재고 처분 

주문은 얼마나 빨리 처리됩니까? 

대부분의 새 재고 처분은 재고 처분 주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4 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셀러는 어떻게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오퍼를 이용하려면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에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FBA 재고 

보관 기간으로 이동하여 재고의 FBA 아이템 옆에 있는 메뉴에서 재고 처분 주문 생성을 

선택합니다. 

 

재고 처분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재고 처분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려면 재고 처분 주문 파일 업로드로 이동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고 재고 처분 요청을 업로드합니다. 지침은 권장 재고 처분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inventoryplanning/inventory-age
https://sellercentral.amazon.com/inventoryplanning/inventory-age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basic-fulfillment/upload-removal-create.html?language=ko_KR&ref=ag_xx_cont_GECH2P33GU6MTPGD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ssof/reports/search.html/?recordType=RECOMMENDED_REMOVAL&ref=ag_xx_shel_xx


 

©  2020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Page | 5  작성일자: 2020 년 7 월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셀러의 경우 향후 아마존으로의 배송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아마존의 무료 재고 처분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재고 처분 날짜로부터 90 일이 되었거나 

재고 처분된 ASIN 에 대한 재고 상품 수량이 지난 90 일 동안 판매된 상품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료 재고 처분 프로모션 기간에 처분되는 ASIN 상품을 추가로 아마존에 발송할 수 

없습니다.  

 

재고 처분 주문을 제출했는데 재고 처분이 아직 보류 중입니다. 이 

경우 내 IPI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까? 

보류 중인 재고 처분은 IPI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