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한 뉴스레터 제 4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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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대비 관련 안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상태로 EU를 떠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
문에, 아마존은 아마존 유럽 셀러 여러분의 영국 및 유럽에서의 판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에서는 재고 보관 수수료 할인을 제공해 판매 가능한 재고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잠재적인 사업 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조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노딜 브렉시트 대비 관련 상세내용 읽기 >

계정 정지 사유, 대처 방안 및 예방법
각각의 사유 별 대처 방안 및 예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글 전체를 확인해주세요.
사유 1. 신원 확인을 실패한 경우: 해당 경우는 보통 판매 시작 이전에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EU의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보다 엄격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정기적 검토에 따라 판매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유 2. 계정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경우: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경우, 셀러 계정 정보 페이지 혹은 셀러 센트럴상의
깃발 아이콘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림이 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메일이 발송되기도 합니다.
사유 3. 셀러 퍼포먼스 (Performance) 관련 이슈: 일시적 판매 중단이 아닌, 판매 자격 박탈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퍼포먼스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퍼포먼스 알림이 발송되며, 가입한 이메일로도 관련 내용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경
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Seller Performance 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정 정시 사유 별 대처방안 및 예방법 확인하기 >

아마존 글로벌셀링 공식 유튜브 소개
점점 많은 셀러들이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셀링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공식 유튜브 채널은 아마존 초급/중급 셀러들
을 위한 교육 비디오를 비롯하여, 아마존 셀러 성공사례, 아마존의 B2B 거래 전용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 비즈니스, 전세계 비즈니
스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모아놓은 아마존 인사이트 시리즈, 아마존 Go,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아마존의 서비스 등을 재생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새로 업데이트 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유튜브 구독하기 >

2019

년 3월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개최 안내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
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
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19년 3월 19일 화 오후 2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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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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