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마존 글로벌셀링입니다.
 

매월 아마존 글로벌 셀링 및 아마존 관련 중요한 뉴스 및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
니다. 뉴스레터 및 뉴스레터에서 소개된 컨텐츠들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컨텐츠를 임
의로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공유 및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아마존 연중 최대행사, 아마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서밋을 개최합니
다.

전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새로운 유통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선도하
는 아마존 글로벌셀링은 아마존 입점 기업 및 입점 희망 기업을 모시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트렌드
와 소비자 인사이트, 아마존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귀
사의 글로벌 사업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밋 참석 신청하기 >

 

 

[전체]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준비하세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판매량이 파격적으로 많아지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
습니다. 상품 라인업, 입고/배송, 가격 업데이트, 리스팅 개선, 광고 홍보 등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요.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연말 홀리데이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홀리데이 시즌 준비 팁 보러가기 >

 

아마존 유럽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 유럽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는 아마존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
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
 

아마존 유럽 입점 세미나 신청하기 >

http://sell.amazon.co.kr/
https://www.amazonsummit.co.kr/
https://services.amazon.co.kr/holiday-guide.html
http://go.amazonsellerservices.com/KRNewsletterEU


 

* 신청 페이지에서 참가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일본 입점 세미나 안내
아마존 일본에 입점하고자 하시는 신규 셀러분들을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는 아마존 일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입점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입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새로운 판매 기회를 얻어가시기 바랍
니다. 아래 세미나 일정을 확인하시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세미나 일시: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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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에
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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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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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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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여 수신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go.amazonsellerservices.com/KR_JumpstartJP?Lead_Source_Detail=Jumpstart_SOA
http://pf.kakao.com/_bVKhxl
https://services.amazon.co.kr/home.htm?ld=ASKRSOANEWlettv-102016
https://www.youtube.com/channel/UCG9ppgo2mL91FTHyt3YOZpQ?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
https://pf.kakao.com/_bVKhxl
https://blog.naver.com/amazon-globalselling
https://services.amazon.co.kr/content/seller-resources-how-to-guides.html/ref=as_kr_services_kr_header_seller-resources-how-to-guides
http://services.amazon.com/
http://sellercentral.amazon.com/
https://preview.pardot.com/email/draft/previewSourceSessionable/id/%%email_preference_center_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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