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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현지 아마존 판매팀과의 협업을 통한 판매 극대화

* 프로페셔널하고 다 경험의 미국-유럽 아마존 셀러(Seller) 및 신입 CS(Customer Service) 

교육 담당자들이 아마존 판매대행 담당

* 아마존에 관한 모든 일 처리

아마존 판매대행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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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153 미국 본사 아마존 판매 매출 – 미국 셀러 어카운트 (ASC) 에서 보여지는

7일 간의 판매 금액

은행통장에 입금 예정 금액

기간별 판매 금액



Hub153 미국 본사 아마존 판매 매출 – 유럽 셀러 어카운트 (ASC) 에서 보여지는

7일 간의 판매 금액

통장에 입금 예정 금액

기간별 판매 금액

7일 간의 판매 금액

통장에 입금 된 금액 과 예정 금액



Hub153 판매대행 서비스

- 아마존 상품 등록 관리 (재고, 고객응대, 광고)

- 상품 옵션 3개 무료 등록 (3개 이상 신청 시, 1개당 5만원)  

- 상품판매 시점부터 4개월간 티안바오 판매대행 무수익 관리

- 판매관리 4개월 이후 티안바오 수익(공급가마진) 리스팅 유지 및 판매 무료 지속

(4개월 이후 변경 추가 프로모션 등을 원할시 관리비 추가 될 수 있음)

- 계약 종료 후, 리스팅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제품물류비등 소모비용 업체부담)

( *참고로 3개 이상의 상품 옵션 등록시 추가 금액이 발생 되는 이유는,  아마존 리스팅할때 옵션이여도 개별 등록으로

리스팅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 수정에 따른 모든 관리가 동일하게 발생하여 등록시 추가 비용이 산정됩니다. ) 



Hub153 판매대행 서비스

•티안바오 선정 아마존 글로벌판매 50만원 최소비용으로 시작!!  4개월+지속판매

1) 제품 1개 등록, 상품 옵션 3개 가격 = 50만원
(입점비 20+ 제품 관리비 30만원) 

2) 제품 2개 등록, 총 상품 옵션 8개 가격 (한 제품당 옵션 4개) =  90만원
(입점비 20+ 제품 관리비 60 (옵션 6개 무료 등록)+ 옵션 2개 추가비용 10)

3) 제품 1개 등록, 총 상품 옵션 10개 가격 =  85만원
(입점비 20+ 제품 관리비 30+ 옵션 7개 추가비 35)

4) 제품 5개부터 25만원씩, 제품10개 이상부터 20만원씩 구간 적용

• 위 금액은 티안바오 제품선정을 통한 할인금액으로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량 제품 판매대행 신청시 비용 논의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