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입니다.
매월 아마존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
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컨텐츠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 아마존 FBA 배송 가능 상품 확대

미국(2020년 4월 18일 기준)과 유럽(2020년 4월 23일 기준)에서 더 많은 상품에 FBA 배송 생성 자
격이 주어집니다. 아마존은 계속해서 현재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고객 필수 상품부터 주문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송 생성 자격이 있는 상품은 재고 보충 페이지 및 재고 보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생성 자격이 있고 수량 제한이 적용되는 상품에는 재고 보충 제한 태그가 표시됩니다.

이제 더 많은 상품을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보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참고: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4월 14일 프랑스 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프랑스의 아마존 주

문 처리 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정상적인 운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FAQ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미국 FBA 배송 가능 상품 확대 내용 확인하기 >

 

유럽 FBA 배송 가능 상품 확대 내용 확인하기 >

 

한국의 전통 호미 판매로 아마존에서 한국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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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사진을 클릭하세요!

한국 전통 농기구 호미가 아마존에서 대박났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호미를 발굴해 아마존에 판매한 셀러가 누구이신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 김태
경 대표께서 아마존 코리아의 셀러 성공 사례 공모전을 통해 본인의 사연을 알려주셨습니다.

위의 비디오를 통해 김태경 대표님의 호미 판매 스토리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 소비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아마존 카테고리를 소
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대표 밥솥 브랜드 쿠쿠는 최근
아마존에서 급격한 매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국내 대표 가전 브랜드 쿠쿠는 미국 아마존에 입점하여 밥솥, 멀티쿠커 등 40종 이상의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으로 3월 중순부터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게 되면서 당사의 아마존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동기간 대비 3자리 수 이
상의 성장율을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인류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당사의 제품이 미국 소
비자들의 자택에서의 식사 해결에 기여하게됨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쿠쿠 미주법인 이원준 법인장 -

아래 링크에서 현재 아마존에서 재택근무 관련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했는지와 코로
나 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미국 아마존 생활건강용품, 뷰티, 유아용품 카테고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dQ4eCvcg7LI


 

 재택근무 관련 카테고리 소개 확인하기 >

 

생활건강용품, 뷰티, 유아용품 제품 확인하기 >

 

[미국/유럽/일본] 주문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계정 정지 일시 해제

변경사항

셀러들의 계정을 보호하고 공급망 및 주문 처리 문제로 계정 상태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아마
존은 3월 20일부터 취소율이나 배송 지연율이 높은 판매 계정에 대한 정지 조치를 일시 해제했습니
다.
 

적용일시

3월 20일~5월 1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지침의 적용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
드릴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미국/유럽]  아마존 공정 가격 책정 정책 기준 완화 조치

 

변경사항

공정 가격 책정 정책으로 인해 리스팅이 정지된 셀러들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조건에
부합하는 셀러의 경우 비활성화된 리스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일시

4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services.amazon.co.kr/global-seller-lounge.html
https://services.amazon.co.kr/policy-page/new7.html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ref=nswg_scgw_144118240121454362_0_nslp&id=144118240121454362&communicationDeliveryId=e505888b-24ef-4233-ba90-5ccc18dd7b25#144118240121454362
https://services.amazon.co.kr/policy-page/news5.html


[미국] 아마존 FBA 대안: MFN 배송 외부 배송 사업자 안내

FBA를 이용하시는 한국 셀러분들께 외부 배송 사업자를 통한 MFN 배송 대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
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입고 불가인 FBA셀러이신 경우, 판매자 주문처리 배송 방식(MFN)으로 계
속 판매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의 배송 지연 및 그로 인한 잠재적인 불이
익 및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하신 MFN 외부 배송 사업자 옵션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MFN 외부 배송 사업자 옵션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MFN 외부 배송 사업자 옵션 확인하기 >

 

[미국/유럽] 코로나 19로 인한 고객 반품 기간 임시 연장

업데이트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아마존
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고객에게 배송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30일 반품 정책’에 관계 없
이 5월 31일까지 반품이 가능하도록 반품 가능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기간
해당 조치는 5월 31일까지이며, 판매자 주문 처리와 아마존 주문 처리 솔루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
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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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 이상이 아마존 계정에서 뉴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친구 추가해야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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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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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