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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메일을 지인에게 전달
해주셔도 되고, 각 컨텐츠의 링크나 PDF 파일 자체를 여러분의 SNS 및 활동 중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

미국] 상품 이름 가이드라인 위반 시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상품 이름 가이드라인 위반시 검색 결과 제한이란?
아마존의 표준화된 상품 이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상품 이름이 고객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 2019년 7월 22일부터 아마존의 상품 이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 이름을 가진 ASIN들은 구매자들의 아마존닷컴 검색 결과에서 표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ASIN들의 상품 이름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꼭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품 이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 홍보성 단어나 구문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 “무료 배송”, “품질 100% 보장”)
- HTML 문자와 같이 읽을 수 없는 문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길이는 총 200 글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 어떤 제품인지 알리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하이킹 부츠”, “우산”)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셀러 센트럴 도움말 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requirements, 영문)

(Product title

제 제품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검색이 제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셀러의 ASIN이 상품 이름 요건을 위반하여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고 있다면, 셀러 센트럴의 재고 탭에
있는 재고 관리(Manage Inventory)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해당 ASIN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편집' 버튼을 통해 상품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해당
ASIN은 다시 아마존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2019

프라임데이 날짜 발표!

아마존 최대의 글로벌 쇼핑 데이, 2019 프라임데이의 날짜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2019 프라임데이
는 2019년 7월 15일 & 16일 양일동안 총 48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세계 1억명이 넘는 프라
임멤버를 위한 쇼핑 이벤트에서 1백만개가 넘는 프라임데이 전용 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존 고객들 뿐만 아니라 아마존 셀러들에게도 아마존 프라임 데이는 놓칠 수 없는 매출 상승의 기회
입니다. 재작년에 진행된 2017 아마존 프라임데이에는 2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아마존에서 1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을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굉장히 큰 매출 기회입니다. 어떻게 프라임
데이를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아마존 글로벌셀링 웹사이트의 프라임데이 소개 페이지
를 읽어보세요.

프라임 회원에게 다가갈 기회, 프라임 독점 할인 안내
년 프라임 데이가 7월 15일과 7월 16일으로 발표되었는데요, 다가오는 프라임 데이를 위한 프라
임 독점 할인을 소개합니다.
2019

프라임 독점 할인이란?
프라임 독점 할인은 프라임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 할인 혜택입니다. 프라임 독점 할인을 통하면 프
라임 데이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수백 만 명의 프라임 회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내 제품이 프라임 독점 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프라임 독점 할인이 적용된 상품은 검색 결과, 상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바이박스에서 할인이 적용된 가
격과 절약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할인가가 줄이 그어진 정가와 함께 동시에 표시되며, “프라임 회원은
$13.50(1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할인 요약이 표시됩니다.
다가오는 프라임 데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할인가와 할인 요약에 더불어, 프라임 데이에는 추가로 검색 결과 및 제품 상세 페이지에 프라임 데이 딜
배지가 표시됩니다. 프라임 데이를 위한 할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프라임 독점 할인을 사용할 수 있나요?
프라임 독점 할인을 사용하려면 FBA (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 셀러여야 합
니다.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 시작하기를 방문하여 FBA에 가입하십시
오. 할인을 생성하려면 셀러 센트럴에서 광고하기 탭을 클릭하고 프라임 독점 할인을 선택하십시오. 자
격 요건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관련 셀러 센트럴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프라임 독점 할
인)
"

아마존일본에서 한류셀러되기" 캠페인 및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일본에서 한류셀러되기" 캠페인을 통해 발행된 모든 게시글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
를 통해 확인하세요!
"

아마존일본에서 한류셀러되기 캠페인 확인하기 >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
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19년 7월 9일 화 오후 2시 -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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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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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