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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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FBA 항공 물류 배송비 최대 1,500만원 지원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배송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기부/중진공에서 온라
인 수출 배송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9월말까지 해당
하는 배송건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신청이 7월 3일에 마감되오니 서두르세
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원 신청하기 >

 

아마존 코리아팀이 준비한 6월의 특별한 외부 사업자 프로모션!

   

http://sell.amazon.co.kr/
https://kr.gobizkorea.com/support/ebsns/supporteBsnsInfo.do?svc=e8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2020+6%EC%9B%94+%EC%95%84%EB%A7%88%EC%A1%B4+%EC%BD%94%EB%A6%AC%EC%95%84+SPN(%EC%99%B8%EB%B6%80+%EC%82%AC%EC%97%85%EC%9E%90)+%ED%94%84%EB%A1%9C%EB%AA%A8%EC%85%98+%EC%95%88%EB%82%B4.pdf?ld=ASKRSOALGNkrytv-102016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초보 샐러를 위한 아마존 딜/쿠폰 상세 가이드

"아마존 입점 한 달 반 만에 제품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습니다. 신제품 홍보에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쿠폰은 없어서는 안 될 신의 한 수입니다."

아직 아마존 딜과 쿠폰을 어떻게 쓰실 지 고민이 되시나요? 아마존에서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아마
존 자체 프로모션 툴인 딜과 쿠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트닝 딜, 7-Day딜, 오늘의 딜,
쿠폰에 관해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딜 상세 가이드 확인하기 >

 

쿠폰 상세 가이드 확인하기 >

 

 

FBA 뉴 셀렉션 프로그램 안내

FBA에 가입하여 뉴 셀렉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세요!
 

'FBA 뉴 셀렉션 프로그램'은 FBA를 처음 사용하는 셀러에게 주문 처리 센터로 배송하는 비용에 대한
할인과 적격 FBA 신규 ASIN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료 보관, 무료 재고 처분 및 무료 반품 처리를 제공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셀러는 연간 최대 500개의 신규 ASIN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다.

해당 혜택을 받고자 하시면 직접 셀러센트럴에서 등록하셔야 함으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방
법, 조건 및 약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https://services.amazon.co.kr/service-providers.html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insight/insight6.html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insight/insight5.html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s.html?id=3674941613475373323&ref=nslp_ct_1_3674941613475373323_ttl&ld=ASKRSOALGNkrytv-102016


[미국] FBA 초과 재고 상품 수수료 프로모션 안내

2020년 6월 8일부터 Fulfillment By Amazon(아마존 주문처리 서비스)에서는 초과 재고 페이지의 권
장 사항에 따라 생성된 판매 또는 딜에 대해 상품 판매 수수료를 50% 할인해드립니다. 해당 프로모션
은 8월 10일까지 진행되오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자세한 혜택 내용과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새로워진 아마존 글로벌셀링 웹사이트를 만나보세요!

셀러분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아마존 셀링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아마존 글로벌셀링의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마존 셀링에 관한 가장 빠른 공지사항과 한국 셀러분들을 위한 인사이트를
‘셀러뉴스’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1. 최신 공지사항
셀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 19 업데이트를 포함한 중요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
요!

2. 아마존 인사이트
한국 셀러분들에게 유용한 아마존 코리아의 판매 팁과 인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쇼핑 트렌드 및 현재 판
매되는 인기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3. 뉴스레터
매달 발행되는 아마존 코리아의 뉴스레터를 확인해보세요!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FBA+%EC%B4%88%EA%B3%BC+%EC%9E%AC%EA%B3%A0+%EC%83%81%ED%92%88+%EC%88%98%EC%88%98%EB%A3%8C+%ED%94%84%EB%A1%9C%EB%AA%A8%EC%85%98+%EC%95%88%EB%82%B4.pdf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notice.html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insight.html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newsletter.html


한국어 상담을 원하시나요?
한국 셀링 파트너 서포트팀을 소개합니다!

아마존은 다양한 한국어 교육자료 및 한국어 셀러 센트럴 (판매자 페이지)을 제공하며 최대한 아마존
판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판매에 차질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한국 셀러분들은 이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한국
셀링 파트너 서포트 (Selling Partner Support)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셀링 파트너 서포트 (Selling Partner Support) 란?

아마존 판매 중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서
비스입니다. 한국 셀링 파트너 서포트만의 특별한 장점은 이 모든 질의응답을 모두 한국어로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국 셀링 파트너 서포트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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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 이상이 아마존 계정에서 뉴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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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services.amazon.co.kr/seller-news/insight/insight7.html
http://pf.kakao.com/_bVKhxl


*모바일 환경에서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편리하게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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