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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 페이지(Listing)는 아마존 셀러가 상품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자,

구매자가 포괄적으로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본 가이드 매뉴얼은
상세한 아마존 상품 상세 페이지(Listing)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구매자의 구매 과정을 통해
상품 상세 페이지(Listing)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또 상품 상세
페이지(Listing) 업로드 전의 준비 작업, 구체적 업로드 조작 및 자체 검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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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는 상품 상세 페이지(Listing)를 업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표시될 상품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품은 마켓 플레이스가 속한
국가의 상품 표준화 서면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판매할 상품
카테고리가 분류 심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3.1 제품 표준화 서면 인증

3.2 상품 품질 분류 심사

3.3 퀴즈

3. 사전리스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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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습 자료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다른 장을 학습하려면, 관련 읽기 페이지의 검색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학습할 내용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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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인증카테고리 정의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미국 정부가 보건 후생부(DHHS)

및 보건 서비스부(PHS)에 설립한 집행기관의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PC
“Children‘s Product Certificate”는 어린이 제품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많은 무선 전파 응용 제품, 통신 제품 및 디지털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C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BQB

“Bluetooth Qualification Body”, 즉 블루투스 인증은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미국 교통부입니다. DOT

인증은 필수 인증입니다. 즉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및 부품
제품은 반드시 DOT 인증을 통과해서 DOT 마크를 보유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IC

“Industry Canada”는 캐나다 산업부에 의해 규정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단말장치의 검사 표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3.1.1 제품인증의정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제품 인증을 “제 3자가 검사 평가 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샘플 형식
테스트를 통해 기업의 제품, 과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3.1 제품표준화서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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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반제품인증카테고리
• 북미마켓플레이스

https://www.fda.gov/
https://www.cpsc.gov/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
https://www.fcc.gov/
https://www.bluetooth.com/
https://www.transportation.gov/
https://www.ic.gc.ca/eic/site/ceb-bhst.nsf/eng/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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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인증카테고리 정의

PSE

“Produ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는 전기용품의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제도로 일본 《전기용품 안전법》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이며 , 전기용품은 “특정 전기용품” 및 “비특정
전기용품”으로 구분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TELEC 

“Telecom Engineering Center”는 일본 무선 전파 장비의 합법적
인증을 위한 주요 등록 인증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by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는 일본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Logo 인증카테고리 정의

CE

“Conformite Europeenne”은 안전 인증 마크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는 EU 법률에 제정된 필수
표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rp
“Energy-related Products는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CE 인증의
에너지 효율 인증 부분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GS
“Geprüfte Sicherheit”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된 독일 안전 인증
마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Mark

유럽 공동 시장의 경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안전 부품 제품, 소음 및
배기가스 등이 EU 규정【EEC Directives 】 및 유럽 경제위원회에
규정된 【ECE Regulation 】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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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마켓플레이스

• 일본마켓플레이스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https://www.tele.soumu.go.jp/j/material/test.html
http://www.vccivadodara.org/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_en
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index_en.htm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ecodesign_en
http://www.cbsworld.com.cn/stan-gs.htm
http://www.cbsworld.com.cn/stan-e-mar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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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더많은제품인증카테고리

• 미국마켓플레이스：
• 미국 FDA 인증: FDA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약칭으로, 미국 정부가
보건 후생부(DHHS)와 보건 서비스부(PHS)에
설립한 집행기관의 하나입니다 . 이 기관은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료장비 및 방사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관리합니다 . 셀러가 판매하는
제품이 식품, 의약품, 또는 인체와 접촉되어야 하는
제품과 관련되는 경우, 이 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강제 취소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의료장비, 방사선 제품 등.

• 미국 CPC 인증：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CPSA）규정에 따라,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반드시 CPSC 인증 실험실
테스트 결과에 기반하여 서면 어린이 제품
인증서(Children‘s Product Certificate, CPC)를
제공하여 그 제품이 해당되는 어린이 제품 안전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CPC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요람, 

아동복 등과 같은 제품에 적용되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우 수입업체가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예：전기 장난감, 딸랑이, 젖꼭지, 아동복,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안전 펜스, 아기띠. 

안전시트, 자전거 헬멧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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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da.gov/
https://www.cpsc.gov/Testing-Certification/Childrens-Product-Certificate-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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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 F C C 인 증 ： F C C 는 미 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칭입니다. FCC 는 라디오 방송,

TV, 통신,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해 국내 및 국제
통신을 규제합니다.많은 무선 전파 응용 제품, 통신
제품 및 디지털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CC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 가전제품
장치, 전동공구, 오디오 비디오 제품, 조명기구,

무선 제품, 장난감 제품, 보안 제품, 산업 기계 등.

• 미국 DOT 인증：DOT는 미국 교통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영어
약칭입니다. 그 책임은 교통 운송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 및 완비하며 , 미국에 진출하는 각종
교통수단과 운송 위험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DOT 인증은 필수
인증입니다. 즉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품은 반드시 DOT 인증을 통과하여 DOT 마크를
보유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예：자동차 및 부품 제품

• 유럽마켓플레이스：
• 유럽 CE 인증：EU시장에서 “CE” 마크는 필수 인증

마크입니다. EU내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 모두 EU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CE” 마크를
부착해서 제품이 EU 《새로운 기술 조정 및 표준화
방법》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는 제품에 대한 EU법률의 필수적
요구사항입니다 . 제품에 대CE는 원칙적으로
90%이상의 제품이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EU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모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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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cc.gov/
https://www.transportation.gov/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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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RoHS 인증：RoHS (Restr ict ion of

Hazardous Substance)는 EU법률에 의해 제정된
필수 표준으로,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전자제품의 재료 및 공정 표준을
규제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대형/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장비, 조명설비, 사용자 장치, 음악 장비, IT

및 원격 통신장비 등.

• 일본마켓플레이스：
• 일본 PSE 인증：PSE（Produ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s) 인증은
전기용품의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제도로
일본《전기용품 안전법》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이며, 전기용품은 “특정 전기용품” 및 “비특정
전기용품”으로 구분됩니다. “특정 전기용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 산업성에 의해 승인된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과해서 인증서를
취득하고 , 명판에 다이아몬드 P S 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비특정 전기용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이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테스트와 자체 성명 방식을 통해, 일본
전기용품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명판에
원형의 PS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AC 어댑터, 헤어 드라이어, 전기 다리미,

전기 믹서, 전기 면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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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europa.eu/environment/waste/rohs_eee/index_en.htm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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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TELEC 인증：TELEC 인증은 국내의 SRRC와
약간 유사한 일본 무선 제품의 필수 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일본의MIC 전파법을 근거로 합니다. TELEC

인 증 은 M I C 인 증 이 라 고 도
하는데,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는
일본의 무선장비 적합성을 인증하는 주요 등록
인증기관이고,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는 일본의 무선 주파수
장비를 규제하는 정부기관입니다. MIC는 일본
총무성으로 법규 표준 제정을 담당하고, TELEC는
MIC지정 발급 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TELEC

인증/MIC 인증이라고도 합니다. 무선 주파수 방출
상품을 판매하려면, 상품이 반드시 《전파법》에
규정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법적
요건 충족 증거로 기술 준수 마크를 구비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예：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블루투스 장치
등.

• 일본 PSC 인증：일본의 《소비자 생활용품
안전법》에 근거해 아래의 상품은 PSC 마크가
없는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가정용 압력솥 및
고압 살균기, 헬멧(자동차, 자전거 등), 유아용 침대,

암벽 등반 로프,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비, 욕조
온수 순환기 , 기름 보일러 , 실내 순간 가스
보일러(도시가스 및 LPG), 실내 가스레인지가 있는
욕실 보일러(도시가스 및 LPG), 강제 배기식 기름
스팀보일러, 빌트인 전기 식기세척기, 욕실용 전기
건조기, 선풍기, 에어컨, 환풍기, 세탁기 및 CRT TV.

자세한 내용은자세한 정보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상품 예：가정용 압력솥 및 고압 살균기 ,

헬멧(자동차,자전거 등), 암벽 등반 로프,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비, 세탁기 및 CRT TV 등.

8

https://www.tele.soumu.go.jp/j/material/test.html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contents/outline_psc_act090331e.pdf?ref=as_soa_jp_ooc_cn_lola_tometipdf&ld=ASUSAGS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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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 카테고리의 경우, 셀러는 아마존 사전 승인 전에는 상품 정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은 셀러의 상품이 품질 요구사항, 출시 기준 및 카테고리의 기타 특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이러한 카테고리의 판매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을 업로드하기 전에, 셀러는 먼저 판매할 상품의 카테고리를 찾아 심사가 필요한지
확인해야합니다.

3.2 분류심사정의

9

일반적인상품분류및품질승인요구사항 (미국마켓플레이스의경우)

• 상품 카테고리 및 품질 심사 요구표—1

상품분류 허용되는상태 승인필요여부

가전제품 새 상품, 중고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아니오

독립적디자인 새 상품 필요

공업/과학 새 상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중고품 판매 가이드라인

유아및
임부용품

（의류제외）
새 상품

불필요, 단, 휴일 판매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자동차용품
새 상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중고품, 수집품
필요

소프트웨어 새 상품, 중고품 불필요, 단, 특정 상품은 필요할 수 있음

식품 새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

비디오, DVD 

블루레이
디스크

새 상품, 중고품, 수집품 판매 가이드라인

비디오게임 새 상품, 중고품, 수집품 불필요, 단, 특정 상품은 필요할 수 있음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3160&language=zh_CN&ref=ag_200333160_cont_G20031611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847780&language=zh_CN&ref=ag_201847780_cont_20033317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27400&language=zh_CN&ref=ag_200327400_cont_20033316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511970&language=zh_CN&ref=ag_201511970_cont_20033317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16060&language=zh_CN&ref=ag_200316060_cont_2003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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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카테고리 및 품질 심사 요구표—2

10

상품분류 허용되는상태 승인필요여부

휴대폰및
악세사리

새 상품, 중고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잠금 해제
필요

스포츠관련
수집품

수집품, 유사 새 상품 필요

도서 새 상품, 중고품, 수집품 필요

완구및게임 새 상품, 수집품
겨울 휴가철 기간에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소비자
전자제품

새 상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중고품

일반적인 상황에서 , 모든 셀러는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및 “소비자
전자제품” 카테고리로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지만, 일부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장치액세서리

새 상품, 인증을 받은 리퍼제품, 중고품 필요

미술품
새 상품 (1차 거래 및 2차 거래 미술품

포함)
필요, 단, 신규 셀러의 신청 제한

음악 새 상품, 중고품, 수집품 판매 가이드라인

수집용동전 수집품, 유사 새 상품 필요

수집품(엔터
테인먼트)

수집품, 유사 새 상품 필요

시계 새 상품 필요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785030&language=zh_CN&ref=ag_200785030_cont_20033317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800780&language=zh_CN&ref=ag_200800780_cont_20033316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2540&language=zh_CN&ref=ag_200332540_cont_20031611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32540&language=zh_CN&ref=ag_200332540_cont_20031611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316060&language=zh_CN&ref=ag_200316060_cont_20033317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1526800&language=zh_CN&ref=ag_201526800_cont_20033316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200944120&language=zh_CN&ref=ag_200944120_cont_20033316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help.html?itemID=LATNM46Y4G3JMZX&language=zh_CN&ref=ag_LATNM46Y4G3JMZX_cont_20033317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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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퀴즈

11

다음 중 북미 마켓플레이스의 인증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유럽 마켓플레이스의 인증 카테고리인 것은?

다음 중 중고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 상품 카테고리는?

다음 중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상품 카테고리는?

A. 독립적 디자인 B. 소프트웨어 C. 도서 D. 자동차용품

A. 자동차용품 B. 음악 C. 악기 D. 비디오, DVD 및
블루레이 디스크

정답:C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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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보기

상품업로드 Listing 기초학습자료
• 리스팅이란 무엇입니까?

• 구매자의 구매 과정을 통한 Listing의중요성 이해

• 사전 리스팅 준비

• 리스팅 업로드 및 품질 자체 검사

교육경로찾기: 아마존 셀러 플랫폼 > 퍼포먼스 > 셀러 유니버시티 > 교육과정 명칭 검색
빠른링크: 아마존 셀러 유니버시티 북미 마켓플레이스, 유럽 마켓플레이스, 일본 마켓플레이스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uk/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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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 ”를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습피드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