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아마존 셀러분들을 위한 뉴스레터 제 32호를 보내드립
니다.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매월 셋째 주에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
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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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아마존 사칭 피싱 이메일 주의 안내

최근 아마존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일부 셀러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싱 이메일은 아마존 이메일
주소와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쓰는 방식으로 셀러분들을 속이려 하므로, 피싱 이메일과 아마존 공식 이
메일을 구분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보낸 사람'과 이메일 주소를 구분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다.
‘보낸 사람’은 임의로 설정이 가능한 닉네임이며, ‘이메일 주소’는 임의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
낸 사람의 이름이 @amazon.com 이라고 표시되더라도,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amazon.com 이 맞는지 확인한다.
아마존 공식 이메일 계정은 아이디@amazon.com 입니다. 피싱 이메일 주소는 이와 유사해보이지만,
불필요한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십시오.

실제 피싱 이메일 예시

2018

미국 FBA 재고 보관 수수료 및 정책 변경

아마존은 더욱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2018년 미국 FBA 보관 수수료와 정책을 변경합니다. 변경
된 내용은 2018년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변경에 앞서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사항>
1)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 2) 장기 보관 수수료 3) 장기 보관 수수료 기본요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움말을 확인해보세요.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아마존 재팬 입점 안내 세미나 개최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할 상품이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4월 2일 오전 10시 아마존 코리아에서 개최하
는 아마존 재팬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아마존 코리아의 담당 매니저가 셀러 계정 개설
부터 FBA 상품 입고까지의 과정을 안내해 드리며, 판매 개시 이후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아마존 재팬 셀러가 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재팬 점프 스타트 신청하기 >
*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유럽 FBA 수수료 변경 안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FBA 수수료가 주문 처리, 보관, 운송, 고객 서비스의 비용 변경
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변경 사항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1) 현지 주문 처리 수수료 변경: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어 동일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주문
처리 센터에서 배송되는 상품에 대한 FBA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Pan-EU FBA의 일부로 주문
처리된 단품에는 상품을 구매한 마켓플레이스의 현지 주문 처리 수수료가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2) 유럽 주문 처리 네트워크(EFN) 수수료 변경: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어 유럽의 다른 아마
존 마켓플레이스의 주문 처리 센터에서 유럽의 국경을 넘어 배송되는 상품에 대한 해외 EFN 주문 처리
수수료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월 보관 수수료 변경: 유럽 주문 처리 센터에 보관된 재고에 대한 월 보관 수수료가 상향 조정될 예정
입니다.
4) 수수료 면제 주문 처리 종료: 판매가가 ￡300/€350 이상인 표준 크기 아이템에 대한 수수료 면제 주
문 처리 할인이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상품 크기 등급에 따른 주문 처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셀러센트럴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3)

셀러 센트럴 도움말 확인하기 >
감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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