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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비즈니스 기능 살펴보기 

아마존에도 기업과 기관 고객들을 위한 사이트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존 비즈니스 

(Amazon Business)를 통해 이제 B2B 판매도 온라인으로, 전세계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는 

B2B 구매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구매용 가격설정, 셀러 프로필, 선호 

공급업체 및 선호 상품 등록, 견적 요청 등, 아마존 비즈니스의 운영 툴들을 잘 이해하여 활용하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 비즈니스 가격  

기업과 기관 고객들을 위한 아마존 비즈니스의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비즈니스 구매에 특화된 

가격설정 (Business Specific Pricing), 구매 수량별 할인 (Quantity Discount), 협상 가격 (Negotiated 

Pricing), 비즈니스 셀러 필터 그리고 셀러 자격 증명 (Credential)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매에 특화된 가격설정 (Business Specific Pricing), 구매 수량별 할인 (Quantity Discount), 협상 가격 (Negotiated Pricing), 

비즈니스 셀러 필터 그리고 셀러 자격 증명 (Cre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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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셀러분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시는 기능 중 하나는 B2B 구매에 특화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제품을 하나만 사면 $20 의 가격에 판매가 된다고 할 때, 20 개 이상 

구매하면 가격이 개당 $19 으로 할인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기업 

고객들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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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러 프로필 (Seller Profile) 

오프라인에서 기업이 구매를 하면 업체에 회사 소개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구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건을 사는 회사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아마존 비즈니스에도 존재합니다.  

셀러 프로필에서는, 배송 실적, 추가 이미지 및 자격 증명, 추가적 기업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회사가 언제설립되었고, 제품 수출 실적은 이러하며 이러한 디자인 어워드 등 수상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구매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3. 선호 공급업체 (Preferred Suppliers) 와 선호 상품 등록 (Preferred Products)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그 경험이 좋았으면, 선호하는 회사 혹은 선호하는 상품으로 등록해둘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선호 공급 업체나 선호 상품으로 등록되어있으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혹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재구매율을 높여줍니다. 

(1) 선호 공급업체 표기 (Preferred Supplier Call-Out) 

우선 공급 업체 호출 구매자가 원하는 공급 업체가 수행하는 검색을 수행하면 우선 공급 업체의 

제안이 먼저 회사 선호 메시지와 함께 페이지 상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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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 제품 검색 (Preferred Product Search) 

비즈니스 고객이 검색시 즐겨찾기 한 회사의 기본 카탈로그 및 CSP (고객 별 가격) 내에있는 결과는 

검색 페이지의 상단 슬롯 위젯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즐겨찾는 제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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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제품 검색 

 

4. 견적 요청 (Request for Quote, RFQ) 

견적요청은 일반적인 오프라인 b2b 구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마존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기업이 대량 구매에 대한 혜택을 해당 기능을 통해 요청하고, 

셀러가 그에 답하는 식으로 잠재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 혜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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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고객이 새 수량 할인을 요청하면 셀러 센트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설정한 

응답 날짜 이전에 오퍼를 제출하면, 이후 해당 고객이 제출 된 모든 견적서를 검토하고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B2B 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이자 매력적인 사업 영역입니다. 

아마존 비즈니스에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놀랍게도, 아마존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 

아마존 비즈니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존 셀링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셀러센트럴에서 아마존 비즈니스 기능을 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