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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제안서

(주)조인씨앤디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전문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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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가장 큰 플랫폼.
아마존 2020년 총 매출은 2019년 대비 38%성장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지금보다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0년

아마존 총 매출

약 436조원

(3861억 달러)

2020년

한국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약 161조 원

2020년

쿠팡 총 매출

약 14조 원

3억명의 소비자가 쇼핑하는 아마존

아직도 입점하지 않으셨나요?

자료 : 아마존/통계청/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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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3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 늘었다. 1988년 8월 이후 최대 폭 상승

아마존 활용 능력은 해외 진출을 바라보는 B2C 기업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연간 전자상거래 수출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4월 2021년 1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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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흐름 E-Market Place

온라인을 통한 무역은 이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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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
/영상물 제작

해외운송
정부지원금

컨설팅

광고
마케팅

아마존
운영

시장조사

고객 니즈에 맞춰

아마존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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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한 시장조사

- 최신툴을 활용하여 아마존 구매 데이터 기반의 시장 조사

- 맞춤형 입점 계획 수립

아마존 운영대행

- 파워 셀러로 활동

- A~Z까지 모든 서비스 제공

아마존 리스팅 최적화(SEO)

- 아마존 고객의 검색 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팅 최적화

- 아마존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리스팅 이미지 베리에이션

아마존 광고 마케팅

- 최적화(SEO)를 통해 PPC 광고 진행

- 상황과 시기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

해외운송(FBA/FBM)

- 국가별 해외운송의 Booking을 지원 or 창고임대

- LCL·FCL·CBM·BOX 단위로 다양하게 적재가능

브랜드 강화

- 영상물 제작과 SNS·언론 마케팅으로 브랜드 강화

- B2C 판매를 기반으로 세계 다수 바이어들과 B2B 거래 성사

조인씨앤디의 아마존 운영 경쟁력



● 상품노출 극대화

● 프로모션(Deal·쿠폰)

● SEO 최적화

● 효율적인 입찰가

● 비딩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마케팅으로 상품 노출은 필수!

아마존 PPC

* 부가세별도

�����������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 추가 SKU 5EA

● 상세페이지 번역 및 이미지 최적화 5EA

● PPC 및 프로모션 운영

● 해외운송부터 CS까지

A~Z까지 모든 운영업무를 진행!

아마존 셀링

* 부가세별도

�����������
* 부가세별도

�����

● 디테일한 시장조사

● 리스팅 SKU 3EA

● 상세페이지 번역 및 이미지 최적화 3EA

● PPC 키워드 셋팅

● USPTO 및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글로벌 진출 시작!

아마존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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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한화 약 200만원)

SERVICE



PROCESS

제품인증

서류발급

 USPTO·

레지스트리

(선택)

RDP

셋팅

아마존

계정/계좌 생성

디테일

시장조사

상품준비

및 등록

해외운송

스케쥴 관리

PPC/상품

키워드 설정

운영

솔루션

아마존
런칭

시장

분석

키워드

설정

FBA·FBM 

재고관리

프로모션

운영

PPC 광고 

관리 및 보고

CS

응대

판매내역

정산

월말

리포트

운영

솔루션

아마존
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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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최적화
[  상품 리스팅  ]

최다노출
상위진입

노출변수

●  Product Image

●  PPC Campaign

●  Product Keyword

●  Product Ranking

아마존 검색에 상품이 자주 노출되고 있는가?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SEO) 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으냐에 따라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는 사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 기반의 플랫폼

아마존 리스팅 최적화: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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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B

A

B

내부 마케팅은
필수!!

아마존 PPC(Pay Per Click) 광고

키워드 검색 목록페이지

Sponsored Products(SP)

키워드 또는 프로덕트 타겟팅으로
고객의 검색 결과 시 노출되는 
광고이며 아마존내에서는
필수 마케팅입니다.

A

Sponsored Brands(SB)

제품의 이미지와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며 동영상으로도
노출 시킬 수 있어 일반 광고에
비해 주목도가 높은 편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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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검색 엔진 최적화)

기반의 PPC 셋팅

아마존 PPC(Pay Per Click) 광고

광고 게재 위치를 설정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입찰을 통해 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검색창과 제품페이지 비중을

설정하며 주기적인 SEO 작업을 통하여

상품 키워드나 높은 가성비의 마케팅

키워드를 셋팅합니다.

PPC광고 셋팅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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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있게
보는게 프로모션!

아마존 프로모션(Deal, 쿠폰)

빠른 아마존의 정보공유로 미리

프로모션을 준비합니다.

Today’s deals - 검색 된 제품의 타이틀

아래에 쿠폰, 할인의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템

프로모션(딜/쿠폰) - 고객이 제품 아래에

쿠폰 및 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율과 구매전환율을 높여주는 방식

프로모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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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브랜드 보호 장치 3가지가 존재

1. 브랜드 레지스트리

PPC광고·A+CONTENTS·프로모션·브랜드 대시보드

상품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해 모조품 판매를 방지

인공지능(AI)를 통해 잠재 모조품과 유사품을 모니터링하고

판매자가 직접 제거

2. Transparency

3. Project Zero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상표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표침해로 추정되는 건수가 99% 감소되었다.

이제는 아마존 시장 진출에 상표 등록이 필수적인 단계!!

USPTO 브랜드 등록 왜 필요하지?

USPTO 상표등록(미국특허청)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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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컨텐츠는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

아마존 A+ CONTENTS

아마존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사는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나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획과 SEO를

추가적인 키워드를 설정합니다.

브랜드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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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제품의 이해를 높이자

아마존 A+ CONTENTS

브랜드 셀러가 되면 상단의 제품명 아래에

스토어 링크가 개설이 되며 썸네일 부분

7번째에 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제작은 별도 문의

제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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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 CONTENTS

상세페이지를
더욱 풍성하게!

일반 판매자의 상세 설명 부분에 오로지

텍스트로만 사용되지만 A+ 컨텐츠

이용시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하여

보다 시각적으로 기획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힙니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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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패키지

운송부터
라벨링까지!

항공, 해운, 국제택배 모두 Booking이

가능합니다.

01. Booking

해외 현지의 창고를 제공합니다.

02. Fulfillment

운송 전의 국내 패키지 작업단계에서

영문버전 혹은 미국 규정에 맞는 라벨링

작업을 합니다.

03. Labelling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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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
모든 문의 응대

계정 운영 중 고객의 메세지형 문의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며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제품의 사용방법, AS 등 

원만한 상담을 위한 제품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고객응대 관리

CS응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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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 지원한도는 각 하나의 기업당입니다.

※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혁

신

바

우

처

성

장

바

우

처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만불 244개사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230개사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126개사 3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73개사 80백만원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스타트업 55개사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수출 500만불 이상 110개사 100백만원

브랜드K기업 브랜드K 선정기업 14개사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임주기업 20개사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36개사 100백만원

신산업·K-Bio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 기업 18개사 100백만원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 바우처를

이용하여 아마존 입점을 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출바우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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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2

※ 지원한도는 각 하나의 기업당입니다.

※ 지원규모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자부담비율

10%

20%

30%

50%

정부보조율

90%

80%

70%

50%

구분

마

케

팅

서비스 프로그램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CI 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

(방송, 신물,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지원규모

15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조기업을 위한
혁신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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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3로 8, 효산캐슬 4F 조인씨앤디

E-mail

Tel

info@joincnd.com

031-964-7276

글로벌 최대 B2C 마켓플레이스 아마존

(주)조인씨앤디와 함께 시작하세요.

글로벌 이커머스 에이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