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개]
본 교육은 직장인 또는 부업을 원하는 판매자분들을 위하여, 주 1회 저녁 시간에 제공하는 교육
컨설팅입니다.

[커리큘럼]
1개월 과정, 주 1회, 1일 2차시 진행(약 2시간 30분)
- 하기 커리큘럼 중 쿠팡은 CS 및 반품 발생 빈도 높음 문제로 제외 고려
*설명회(무료) : 오리엔테이션(사업자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오픈마켓 셀러 가입) / 오너클랜 회사
소개 / 창업센터 소개 / 공급사 관련 소개 / 질의 응답
☞ 설명회 과제 : 쇼핑몰 창업을 위한 필수 서류 신청, 오너클랜 사업자 판매회원 가입, 5대 오픈
마켓 셀러 회원 가입
*1회 : 오너클랜 시스템 및 사이트 설명 / 5대 오픈마켓 개별등록 / 마켓 노출도를 위한 꿀TIP 품
질 지수 / 이베이 호스팅 사용법 / 구매시 주의사항 / 질의 응답
☞ 1회차 과제 : 품질 지수 숙지 / 5대 오픈마켓 개별등록 각 3개 이상씩(다른 상품들로 구성), 구
매시 주의 사항 템플릿 만들기
*2회 : DB다운로드 기능 설명 / DB편집(마켓 노출 상향 꿀 TIP, 엑셀 활용법) / 솔루션(프로그램-이
셀러스) 설명 및 사용 방법 / 창업센터 소개 / 대량등록 시뮬레이션 / 질의 응답
☞ 2회차 과제 : DB다운로드 5개 세트 만들고 편집, 이셀러스 제휴 등록 후 대량등록 해오기(5대
오픈마켓)
*3회 : 다팔자 소개 / 다팔자를 통한 대량등록 시뮬레이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메프) / 대량등
록 실습 / 질의 응답
☞ 3회차 과제 : 마켓 대량등록 해오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메프)
*4회 : 상품관리를 위한 품,단종 처리 / 주문 처리방법 4가지 / 송장 처리방법 4가지 / CS 처리절
차 이론 / 질의 응답
☞ 4회차 과제 : 개인 주문 건 처리 실습, 송장 처리 실습, CS처리 실습을 통해 개념 정리해오기

[교육 대상] – 직장인 야간 교육은 아래와 같은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 위탁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한 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 분!
- 주간에 진행 되는 교육 참여가 어려우신 분!
- 본업이 따로 있지만 추가적인 부수익(부업)을 원하시는 분!
- 솔루션을 활용한 효율적인 판매 업무를 배우고 싶으신 분!

[교육 강사]

* 전략 판매팀

박광훈 파트장 (070-4603-3333)

[일정 및 장소]
*신청기간 : 오너클랜 교육 신청 페이지 참고
(신청현황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작 일정 : 매월 말 신청자 취합 후 익월 초 공지
*교육 장소 : 오너클랜 부산 창업센터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권장 드립니다.

[컨설팅 수수료]
*200,000(이십만원)
※ 컨설팅 비용은 카드결제 진행 (결제 오류 시, 070-4603-3333로 문의 바랍니다.)

[수강 특전]
1)오너클랜 우수회원 등업
2)오너클랜 잘 팔리는 상품 코드 1,000개 제공(교육 수료 후 매주 제공)
3)교육 수료 후 담당 강사로부터 판매활동 가이드 및 케어 지원(지역 모임 밴드 내 소통)
4)솔루션 무료 사용 기간 지급 및 결제 비용 할인 혜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