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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프라임데이 준비: 2019년 6월 27일까지 FBA센터에 제품을 입고시켜주세요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아마존 최고의 쇼핑 축제, 프라임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2018 프라임데
이에는 무려 전세계에서 1억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었을정도로 아마존 셀러에게 프라임 데이는 놓칠
수 없는 매출 기회입니다.

셀러 여러분의 성공적인 프라임 데이 매출을 위해, 아마존 FBA팀에서 2019 프라임 데이 행사 재고의
FBA 센터 입고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2019 프라임데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FBA 센터에 2019년
6월 27일까지 재고를 배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셀러 여
러분께서는 6월 중순까지는 재고를 FBA센터에 입고시켜야 안전하게 2019 프라임데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운송으로 FBA센터로 재고를 보내시는 경우 항공운송 대비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6월 중
순까지 FBA센터에 입고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준비하셔야합니다.

문제있는 재고” 관련 안내

“

월 10일부터, “문제 있는 재고” 상태인 리스팅은 “판매 불가능” 상태로 분류됩니다. “판매 불가
능”재고는 30일 이내에 처분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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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2019년 6월 10일부터 문제 있는 재고” 상태였던
리스팅들이 “판매 불가능”한 재고로 전환됩니다. 판매 불가능 재고는 다시 판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
분되어야합니다.
재고 처분 필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고 처분 주문을 생성하지 않으면 통지에 명시된 재고를
아마존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수료는 모두 셀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셀러가 아마존에서 판매
불가 재고를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지정한 경우, 30일의 재고 처분 대기 기간 없이 즉시 폐기합니다.

이제 아마존은 이틀 내 배송이 아니라 당일 배송을 목표로 합니다!
아마존 FBA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기존에는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은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건을 이
틀 내로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틀이 아니라 당일에 배송 받을 수 있도록
FBA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틀 내 배송이 일반적인 나라이고 때에 따라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미국의 경우
영토가 한국의 100배나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은 지속적으로 FBA 서비스에 투자하여 아마존 고객들이 더 빨리 그들이 주문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틀 내 무료 배송이 아마존 프라임 배송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아마
존 FBA는 당일 배송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백만개 이상의 아이템들이 프라임 멤버들에게 당일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Prime FREE SameDay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들은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아마존 프라
임 멤버가 오전 중에 해당 제품을 주문한다면 당일 오후 9시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FBA는 아마존 로보틱스(Amazon Robotics)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더 빠른 배송
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고객들의 쇼핑 경험은 더
욱 만족스럽고 즐거워질 것 입니다. 한국의 아마존 글로벌셀러 여러분들도 아마존 FBA 서비스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에게 더 빨리 여러분의 물건을 배송하세요!
"

아마존일본에서 한류셀러되기" 캠페인 및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일본에서 한류셀러되기" 캠페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일본 판매 "제품 추천 리스트" 컨텐
츠를 읽어보세요! 1~10,000등까지의 판매량 기준 순위를 바탕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하실 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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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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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