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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프라임데이 소개 및 프로모션 참여 안내

아마존 프라임데이란?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전세계 1.5억 이상의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위해 열리는 아마존
에서 가장 큰 글로벌 쇼핑 이벤트입니다. 프라임 기간 동안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은 한정
이벤트와 파격적인 할인등의 쇼핑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진행된 프라임데이에서는 전 세계 아마존 스토어 독립 입점 판매자 중 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해, 행사 기간동안 20억 달러를 웃
도는 매출을 기록 했습니다. 2020년 다가오는 프라임데이를 위해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
하시어 미리 판매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임데이 자세히 알아보기 >

 

프라임데이 프로모션 참여 안내 영상 >

 

초보 셀러분들을 위한 아마존 FBA 가이드북 공개!

http://sell.amazon.co.kr/
https://services.amazon.co.kr/prime-day.html
https://youtu.be/a_c56QqLgj0


아마존은 셀러분들의 판매 기회 확장과, 구매자들을 위한 개선된 쇼핑 경험 조성을 위해 자체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아마존 FBA 가이드북에서는 FBA를 이용하여
글로벌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FBA 가이드북 확인하기 >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한 FBA 재고/IPI 점수 관리 가이드북   
 

아마존 FBA  주문 처리 센터로 상품 배송을 완료 하셨나요? 이제, 보내신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단계입니다. 귀하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래 가이드북에서는 아마존 FBA  주문 처리 시스템의 재고 관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FBA 재고/IPI 점수 관리 가이드북 확인하기 >

 

 

복잡한 미국 상표 출원과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한번에!
아마존 IP Accelerator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FBA+%EA%B0%80%EC%9D%B4%EB%93%9C%EB%B6%81_2020.pdf?ld=ASXXFBADirect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FBA%EC%9E%AC%EA%B3%A0_IPI%EC%A0%90%EC%88%98_%EA%B4%80%EB%A6%AC+%EA%B0%80%EC%9D%B4%EB%93%9C%EB%B6%81.pdf?ld=ASKRSOAKAKAO


IP Accelerator는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하시려는 셀러 분들을 위해 아마존이 검증된 로펌을 중
계하여, 미국 상표 등록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동시에 완료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보호 서비
스입니다.

기존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위해서는 해외 상 표출원 및 등록 완료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IP
Accelerator 를 사용하시면, 상표 출원 제출과 동시에 아마존 내 사전 브랜드 보호 혜택 (예: A+ 콘텐
츠, 스토어, Sponsored Brands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유럽] 부가가치세 (VAT) 완전 정복! 특별 세무 솔루션

유럽 국가/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세금 번호(VAT)를 등록해야 합니
다.

유럽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지출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등록 셀러가 유
럽 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징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가 세무기관에 납부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회사 등록지역, 유럽 각국의 부가가치세 징수 기준, 현지 재고 보관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결
정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지역에서는 현지 세무당국 웹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부가가치세 등록이 가
능합니다.

유럽 각국의 부가가치세(VAT) 요건과 아마존 세무 종합 솔루션, 자주 묻는 질문(FAQ) 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실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럽 부가가치세(VAT) 요건 및 운용 방법 >

 

유럽 부가가치세(VAT) 자주 묻는 질문 >

 

[이탈리아/스페인] '쿠폰' 프로모션 런칭

 

이제 아마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프로모션 유형 중 하나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폰은 단
일 상품 또는 상품 세트에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EB%B3%B5%EC%9E%A1%ED%95%9C+%EB%AF%B8%EA%B5%AD+%EC%83%81%ED%91%9C+%EC%B6%9C%EC%9B%90%EA%B3%BC+%EC%95%84%EB%A7%88%EC%A1%B4+%EB%B8%8C%EB%9E%9C%EB%93%9C+%EB%93%B1%EB%A1%9D%EC%9D%84+%ED%95%9C+%EB%B2%88%EC%97%90!+%EC%95%84%EB%A7%88%EC%A1%B4+IP+Accelerator.pdf?ld=ASXXFBADirect
https://services.amazon.co.kr/eu-marketplace/vat.html?ld=ASKRSOAKAKAO
https://services.amazon.co.kr/eu-marketplace/vat/eu-vat-faq.html


쿠폰은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검색 결과를 포함하여 아마존 이탈리아 및 아마존 스페인 사이트에 표시되며
'오늘의 딜 (Today’s Deals)' 이나 '쿠폰 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신입 셀러 유튜버 창업 다마고치가 공개하는 아마존에서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상
품' 찾는 법은?

      

"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상품'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판매 할 수 있다면? 아마존에서 연매출 25억 이상 판
매중인 '빈토리오'의 민병은 대표님께 그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같은 '초보자'가 경쟁에 뛰어 들었을 때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는 상품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아마존 다마고치' 시리즈 시청하기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마존 셀러 실패 극복 스토리 콘테스트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2020+Seller+Blog+Page+/Notice/%EC%9D%B4%ED%83%88%EB%A6%AC%EC%95%84_%EC%8A%A4%ED%8E%98%EC%9D%B8_%EC%BF%A0%ED%8F%B0+%ED%94%84%EB%A1%9C%EB%AA%A8%EC%85%98+%EB%9F%B0%EC%B9%AD.pdf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bJZNyAMann2OEZLqB86Qgqix_ooyyd8M


    

콘테스트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난 콘테스트 참가자 율립의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율립의 성공사례 확인하기 >

 

아마존에서 성공하는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셀러분들은 어떻게 초반의 어려
움을 극복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판매 초반의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실패 극복
스토리를 응모해주세요! 아마존 공식채널을 통해 다른 셀러분들께 공유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 S사

“미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디자인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저희가 아마존에 처음 진출할 때 아시아에서 인기를 끈 알록달록한 색상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출시했어
요. 톡톡 튀는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역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건데요, 결과
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고를 때 디자인보다 보호력에 중점을 둡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으니 미국에서도 잘 팔릴 거라 생각한거죠. 이
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디자인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보호력이 훨씬 뛰어난 제품으로요. 다행히 ‘보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디자인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폰6 케이스가 베
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콘테스트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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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마존 매니저의 핵심 꿀팁 - 아마존 셀링 팁 시리즈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success-cases/story1.html
https://services.amazon.co.kr/blog/insigh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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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Global 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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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 내용은 사용자 편의 목적 상 국문으로 번역/제공됩니다.  아마존의 정책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
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영문 사이트 및 셀러 센트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귀하의 메일 수신동의를 얻은 후 발송된 메일입니다. 본 메일의 수신을 더 이상 원치 않으시면 이 곳을 클
릭하여 수신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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