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한 뉴스레터 제 39호를 보내드립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매월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컨텐츠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메일을 지인에게 전달해주셔도 되고, 각 컨텐츠의 링크나 PDF 파일 자체를 여러분의 SNS
및 활동 중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2018

아마존 글로벌셀링 컨퍼런스 초대

월 6일 화요일, 아마존 글로벌셀링에서 매년 1회 약 1천명의 입점 기업 및 입점 희망 기업을 모시고 개최하는 글로벌셀링 컨퍼런
스가 열립니다. 전세계가 새로운 유통의 시대로 진입하는 지금,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동향과 아마존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전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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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컨퍼런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2018 아마존 글로벌셀링 컨퍼런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선
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컨퍼런스 신청하기 >

EU Conversion Promotion

안내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살펴본 뒤, 막상 구매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구매 전환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할인
을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 구매 전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셀러 여러분이 가격을 낮춰 구매 전
환율을 높힐 수 있도록, 10월~12월 3개월간 일부 ASIN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상품 판매가의 9%를 할인할 경우, 수수료 또한 9%가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판매가가 100유로인 상품의 경우, 9%이상 판매
가를 할인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는 15%가 아닌 6%로로 인하됩니다.

EU Conversion

프로모션 도움말 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로모션 참여 가능한 ASIN을 확인하고, 셀러 센트럴의 가격 대시보드
에서 프로모션 기준에 맞게 가격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Pricing Dashboard)

셀러센트럴 도움말 페이지 확인하기 >

브랜드 오너가 아마존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브랜드 오너 셀러 여러분들은 상품 하나하나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개별 상품을 넘어 브랜드 전체의 메세지와 스토리를 전달하여 브
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브랜드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하실텐데요. 아마존은 이런 브랜드 오너 여러분들을 위
해서 다양한 툴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브랜드 오너가 아마존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를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브랜드 오너가 알아야 할 4가지 확인하기

월 아마존 유럽 및 일본 입점 세미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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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유럽과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아마존 유럽/일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
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아마존 유럽 입점 세미나 신청하기 >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신청하기 >
*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 소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정책/기능 변경 등 공지 사항, 판매 팁 등을 휴대폰에서 쉽게 받아보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 친구 추가해야하는 이유 3가지
1. 아마존 매니저의 핵심 꿀팁 - 아마존 셀링 팁 시리즈
2. 각종 아마존 셀링 정책 및 기능 변경 안내
3. 주요 행사 일정 안내 및 카테고리 별 인사이트 제공

아마존 글로벌셀링 카카오 친구 추가하기 >
모바일 환경에서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편리하게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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