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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2021.04).

본 가이드에서는 셀러들에게 아마존 셀러 등록을 위한 각종 사전 준비 작업, 주의사항, 세부 등록 절차,
등록 후 계정 검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및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포함한
아마존 셀러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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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존 셀러 등록
절차 소개
본 장에서는 등록 절차 중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준비가 필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1 머리말
1.2 등록 전 유의사항
1.3 등록 절차 개요
1.4 아마존 셀러의 주요 자료 등록

1.5 주의사항 (등록 전 필독)
1.6 최대 12개의 마켓플레이스를 동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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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머리말
계정 등록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존의 모든 셀러들은 판매 정책 및 셀러 행동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안전한 구매 및 판매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셀러에게 아마존의 공정 행동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동 규범 또는 기타 아마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아마존은 상품 취소, 결제 일시 중지 또는 몰수 및
판매 권한 취소 등 귀하의 계정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2 등록 전 유의사항
1. 모든 셀러는 아마존과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사용하는 회사 이름은 귀하의 회사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시 아마존이 여러분과 연락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최신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2. 결제 진행을 위해 유효한 해외 신용카드와 유효한 청구서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아마존은 귀하의 계정이 사기성, 허위성 또는 불법 활동 (예 :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여 판매)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마존은 귀하의 계정 및 판매 권한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등록 절차 개요
아마존 계정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한 다음 아마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을 시작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새 계정을 생성
2. 이메일 인증
3. 회사 위치, 비즈니스 유형, 이름 입력
4. 회사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 / 문자 메시지 인증
5. 법인 및 실소유주 정보 입력
6.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소지자 이름, 청구서 주소 입력
7. 대금 수취 계좌의 금융 기관명, 대금 수취 계좌 소재 국가 / 지역, 예금주 이름, 9자리 은행
식별 코드, 은행 계좌번호 등을 입력
8. 스토어 이름 입력
9. 신원 확인 및 인증 완료
10.아마존 세금 인터뷰
11.마켓플레이스별 판매대금 인출 수단 (대금 수취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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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마존 셀러의 주요 자료 등록
계정을 등록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사본 컬러 스캔본 (개인 정보와 사인란이 같이 스캐된 컬러 스캔본) :
• 여권 상의 이름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법적 대표자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여권 상의 이름은 등록된 아마존 계정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여권은 반듯이 만료되지 않은 사본이여야 합니다.
2. 결제 신용카드 :
•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VISA 또는 MasterCard, VISA 선호)
• 판매 국가 통화로의 결제 기능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할 경우,
다중 통화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가 만료되지 않았고 신용 한도가 충분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 주문 결제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연락처 :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주소, 전화번호
5. 은행 계좌 명세서 :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 계좌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 가상 은행 계좌 서비스를 아마존 셀러 계정 등록 전(前)에 가입하여 은행 계좌 명세서 발급.
ACCS (Amazon Currency Converter for Sellers; 아마존 통화 변환 서비스) 가 지원되는
국가의 은행 계좌의 계좌 명세서 발급 (ACCS 지원 국가: 미국, 유로존 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등)
• 가상 은행 계좌 서비스 가입 시에 성함, 주소, 국가명 등을 영문으로 입력 시, 셀러께서 아마존
가입 시 입력하실 정보와 완전 동일하게 입력 (대소문자 포함) 하셔야 합니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셀러 가입 과정에서 신원 불일치로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료가 아마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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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의사항 (등록 전 필독)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1. 등록 전에 앞서 언급한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등록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등록 과정은 되돌릴 수 없지만 등록 중단은 가능합니다. 즉 일정 시간 등록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등록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브라우저 Cookie를 삭제하는 것
외에 브라우저를 변경하여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2. 본 문서 상의 모든 정보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영어를 사용하여 입력하십시오.
3. 셀러 센트럴에서 입력하고 제출한 자료는 반드시 사실이고 유효해야 하며 제출한 문서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아마존이 필요시 귀하와 연락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십시오.
5. 셀러 센트럴에서 결제 및 지불을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은행
계좌 정보는 사실이고 유효해야 합니다.
6. 기타 주의사항 :
• 안정적인 전용 네트워크 환경의 사용을 권장하며, VPN / VPS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셀러는 세금 계산서/인보이스/거래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판매 기간 동안
계정 검토 또는 카테고리 신청 시 해당 구매 영수증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아마존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셀러 센트럴 또는 도움말-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과정 중에 질문이 있는 경우, 페이지의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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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대 12개의 마켓플레이스를 동시 개설
1. 한번에 여러 국가에 마켓플레이스 개설: 유럽, 북미 및 일본 마켓플레이스에 한해 적용됩니다.
2. 하나의 셀러 센트럴에서 여러 국가의 비즈니스를 관리: 셀러 센트럴에서 마켓플레이스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39.9달러/월: 최대 12개 마켓플레이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39.99달러 (북미 계정 등록 기준)의 프로페셔널 셀링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7개월부터는 판매 국가 (유럽/일본/호주 등)에 상관없이,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프로페셔널 셀링 글로벌 수수료로 총 39.99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를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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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등록 절차

본 장에서는 셀러들에게 아마존 북미 마켓플레이스 계정의 세부 등록 절차를
소개합니다.
2.1 등록 시작
2.2 이름과 이메일 주소 입력
2.3 이메일 인증
2.4 회사 위치, 비즈니스 유형 및 이름 설정

2.5 셀러 개인 정보 입력
2.6 판매대금 인출을 위한 은행 계좌 및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입력
2.7 스토어 정보 입력
2.8 신원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
2.9 신원 확인 및 주소 확인
2.10 아마존 세금 인터뷰
2.11 유럽 / 북미 / 일본 / 호주 마켓플레이스로 전환
2.12 마켓플레이스별 판매대금 인출 수단 입력 (대금 수취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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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록 시작
아마존 글로벌셀링 웹사이트를 열고 “입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등장한 화면에서 하단의 ＂Create your Amazon account”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이름과 이메일 주소 입력
이름과 연락할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아마존에서 인증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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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이메일 인증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 아마존에서 발송한 6자리 인증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아래 화면에 인증 코드를 입력한 다음 “Create your Amazon
account"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 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스팸 메일함으로 이동하여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한 경우, 잠시 기다렸다가 화면에서 "인증 코드 재발송”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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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사 위치, 비즈니스 유형 및 이름 설정
먼저 "회사 주소” 드롭 다운 목록에서 회사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고 회사의 영문 이름 (회사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이름)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Agree
and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사 이름이 너무 길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공백 없이 전체 소문자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입력 제한을 초과할 경우 회사 이름의 주요 부분을 입력하십시오.

사업자 및 개인이
위치한 국가 선택
사업 유형 선택

Name은 회사명과 개인명을 “-”를 활용하여
둘다 기재 : “회사명 – 개인명”
* 주의 1) 여권명은 개인명과 일치
* 주의 2) 계좌 소유주 명은 Legal name과
일치하거나, 개인명을 반드시 포함해야함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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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셀러 개인 정보 입력
개인 정보 페이지에서는 계정 소재 회사 법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1. Country of citizenship (시민권 소유 국가), Country of birth (출생지)를 선택해 주신 후 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2. Business address 란에는 계좌 명세서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City /
Town에는 서울을 작성해 주시며 State / Region은 비워주시고 Zip / Postal code 란에는 한국
우편번호를 기입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설정 란의 국가를 한국으로 설정한 후에 문자 전송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0은 빼고 10부터 기입합니다.

주소는 가상 계좌 명세서 (Bank
Statement)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기재
* 주의 1) 추후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
전기/수도세 고지서 (utility bill)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함
한국 선택

+82-1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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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판매대금 인출을 위한 은행 계좌 및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 입력
본 페이지에서는 판매대금 인출을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ACCS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통화 변환 서비스가 지원되는 국가의 은행계좌를 갖고 계시다면 해당
은행의 계좌 명세서를 발급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Billing Information – Credit card details이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체크 카드의 경우 통장 잔액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되도록 신용카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여야 하고 해외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입력하신 신용카드를 통해 가입 완료 즉시 프로페세녈 셀러 계정에 대한 월
수수료가 결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소지자와 계정 등록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며, 회사 계정은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법인 / 실소유주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카드 정보는 등록 완료 후 및 계정 운영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지만, 잦은 변경은
계정 검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경하기 전에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당 신용카드는 계정 결제에 사용되며 셀러의 계정 잔액이 관련 지불액을 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아마존은 이 신용카드에서 월별 수수료 또는 FBA 수수료와 같은 기타 판매 비용을
공제합니다.
6. 최대 12개 마켓플레이스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39.99달러 (북미
계정 등록 기준)의 프로페셔널 셀링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7개월부터는 판매 국가
(유럽/일본/호주 등)에 상관없이, 모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프로페셔널 셀링 글로벌 수수료로 총
39.99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입력된 대금 수취 계좌는 미국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타 다른 마켓플레이스의
대금 수취 계좌는 등록 완료 후 기타 마켓플레이스에서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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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을 납부할 신용 카드 정보 입력
* 주의1) VISA 혹은 MASTERCARD
(BC 카드 관련 멤버사에서 등록 된 카드 입력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카드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주의2) 해외 결제 가능 카드
* 주의3) 가입 시 바로 $43.99 결제 (추후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 후 $39.99로 월 이용료 청구 가능)

계정이 승인되고 Seller Central에 로그인한 후, 셀러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메일 알림을 받으면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입력한 신용카드 청구서 주소는 반드시 신용카드 청구서 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신용카드가 만료되지 않았고 신용 한도가 충분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 주문
결제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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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스토어 정보 입력
이어서 스토어 이름과 상품 코드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스토어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중
스토어 명은 되도록이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토어 이름 입력:
디스플레이 용 이름이니 닉네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 바코드가 있는
경우에만 “Yes”

• 제품 직접 제조 유무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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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신원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
다음 단계는 셀러의 신원 확인입니다.
기업과 법인의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법인의 신분증 앞뒷면과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이 업로드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후 하단의 “Submit” 버튼을
클릭하고 녹색 신원 확인 정보의 제출이 완료되면 본 페이지를 닫을 수 있습니다.

• Passport (여권) 선택 후,
여권 발급번호 입력

• 여권 만료기한 입력
• 발급국가는 Korea
(South) 선택
• 영문 성명 입력
• 생년월일 입력

• 주소 선택

주의) 여권상 생년월일과 일치
(일/월/연도 순서로 기입)

*주의) 여권명 및 Bank
Statement 소유주 명과 일치

주의) Bank Statement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는 주소가
없는 경우 ‘Add a new address’를
선택해서 새로 기입해야 함

17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17

2.9 신원 확인 및 주소 확인
이어서 ＂Over a live video call (실시간 비디오 콜)"를 선택하고 “Next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현재는 Over a live video call 옵션만
제공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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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Next (다음)"을 클릭하여 비디오 콜 인증 예약을 확인하십시오.

Video Call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이후 일정 변경 시, 가입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9

예약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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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Accept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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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완료 후 24시간 내에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받으신 메일에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정에 IPV가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해당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Video Call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비디오 콜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회사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다음 문서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회사 법적 대표자의 유효한 신분증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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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존 이메일 알림을 기다리거나 (2) Seller Central에 로그인하여 검토 결과를 보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원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ller Central 에 다음 상태 (예 : 스크린샷)가 표시되면 신원 확인이 통과되고 동시에 북미
마켓플레이스, 유럽 마켓플레이스, 일본 마켓플레이스 및 호주 마켓플레이스에서 셀러 계정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판매 수요에 따라 해당 마켓플레이스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동시에 열 수 있음)에 접속하여
판매를 위한 셀러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 /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아마존 북미 마켓플레이스에서 셀러 계정
운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학습과 이해를 장려하고자 여러분
계정의 판매 성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셀러 센트럴의 도움말 버튼을 통해
아마존 셀링 파트너 서포트 팀에 문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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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아마존 세금 인터뷰
셀러 센트럴 로그인에 성공한 후, 아마존의 세금 인터뷰를 위해 세금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자는 여러분의 상품을 볼 수 없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5 단계 셀프 서비스 세금 인터뷰를 완료하십시오.

1. 세금 인터뷰 중 제공한 답변에 따라, 귀하에게 적용되는 미국 IRS 양식(W-8BEN 또는 W-9)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Tax classification 옵션은 귀하께서 법인 계정 혹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
Business 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개인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려면 , individual 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혹은 미국인이시라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를 클릭해주십시오.

• 개인: Individual
• 법인/ 개인사업자: Business

•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No”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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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소유주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선택합니다.

Tax classification에서 Business 선택 후, 나타나는 화면
• Type of beneficial owner 옵션에서,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이실 경우
Corporation을 선택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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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me of organization에는 회사명을 입력해주시면 되며, Permanent Address 란에는 이 전 셀러
정보 입력 시 기재한 주소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Mailing Address는 아마존 판매 관련
고지서가 송부되는 주소이며, 위의 Permanent address와 상이할 경우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Name of organization: 회사명 입력

• Permanent Address: 이 전 셀러 정보
입력 시 기재한 주소 입력
• Mailing Address: 아마존 판매 관련
고지서가 송부되는 주소이며,
Permanent address와 상이할 경우에만
별도로 기재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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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단계는, 셀러님께서 입력하신 세금 정보에 대해 전자서명으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동의하신다면, 좌측 네모박스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서명으로
동의하시기 전에 하단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Signature 란에는,
법인은 회사명을, 개인사업자나 개인은 성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Date는 현재 셀러님께서 세금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현지 시간 (한국 시간대)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입력하신 세금 정보에 대해
전자서명으로 동의하신다면,
I consent to provide electronic signature
for the information provided as per IRS
Form W-8BEN 좌측 네모박스 클릭

• 기재된 내용을 모두 숙지한
이 후 서명란에
 법인: 회사명
 개인사업자/ 개인: 성함
기재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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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페이지에서는, 셀러님께서 입력하신 세금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make changes”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신 세금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 일 세 금 정보 를 모두 올바 르게 입력 하셨다면 , 하 단 의 노란색 Submit Form 버 튼 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전, 입력하신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 내용 변경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 세금 정보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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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페이지에서 "나가기"를 클릭하고 인터뷰를 종료합니다.

• 세금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세금 인터뷰가
완료되면, 스크린 샷에 표시된 것과 같이
Validated 문구 표시
• 마지막으로 노란색 “Exit interview” 버튼을 클릭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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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등록 안내
계정 등록 완료 후 VAT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셀러 센트럴 로그인 후, 설정 > 계정 정보 > 세금
정보 > VAT 정보 메뉴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VAT 정보 페이지 접속 후 “새 VAT/GST 등록 번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XXX-XX-XXXXX” 형태로 반드시 기호도 모두 포함하여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Legal name 정보와 VAT 등록 인증서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제출 후 Verified 라고 표시됩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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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추후에 Legal entity 정보 등 셀러님의 계정 정보가 변경되거나 세금 정보에 이슈가 발생하여
세금 인터뷰 재진행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알림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
사업자＇페이지를 통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존 세금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기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amzn.to/sctaxinfo
세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 네트워크'
페이지를 통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amzn.to/sctaxhelp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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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기존 법률을 개정됨

(2019년 9월 1일부터 발효)

한국 사업자 등록 번호 (BRN)을 제공해주시는 한국 셀러에게는
아마존은 글로벌 셀링 서비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과세 대상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

사업자 등록 번호를 셀러 센트럴에 입력하면, 아마존은 글로벌 셀링 서비스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

아마존 글로벌 셀링 서비스 수수료의 10%(표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

•
아마존 판매 수수료 (리스팅/판매 수수료)
•
프로페셔널 계정 월 이용로
•
Sponsored Ads
*FBA 관련 비용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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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유럽 / 북미 / 일본 마켓플레이스로 전환
셀러 센트럴에서 다른 마켓플레이스로 전환하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선택란에서
드롭 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타겟 마켓플레이스 (예 : 프랑스, 미국, 일본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셀링 등록을 통해 북미 마켓플레이스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마켓플레이스)에서 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계정이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유럽 마켓플레이스,
일본 마켓플레이스 및 호주 마켓플레이스의 계정 또한 정상적인 상태로 상품 Listing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셀러 센트럴에서 여러 개의 마켓플레이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에서 타겟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하면 해당 마켓플레이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럽 / 일본 / 신흥 국가 마켓플레이스에 여전히 "등록 대기 중"이 표시될 경우, 등록 페이지로 들어가
"계속 등록하기"를 선택 클릭하고, "판매 시작하기” 페이지에서 "유럽 / 일본 / 신흥 국가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클릭하여 북미 마켓플레이스 이외의 기타 마켓플레이스의 등록을
완료합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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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켓플레이스별 판매대금 인출 수단 입력 (대금 수취 계좌)
셀 러 센 트 럴 에 성 공 적 으 로 로그인한 후 , 다른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준비하는 경 우, 해 당
마켓플레이스로 전환 시 우선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대금 수취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계 : Seller Central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의 "계정 정보"를 클릭합니다.

2 단계 : "판매대금 인출 수단"을 클릭하고 판매대금 인출 수단을 "지정"합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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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ACCS (Amazon Currency Converter for Sellers / 아마존 통화 변환 서비스)가 지원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은행 계좌, 또는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가상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외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은행 소재 국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닷컴(북미)을 위한 가상 계좌를 발급
받았을 경우, 은행 소재 국가는 미국 (United States)입니다.
은행 계좌 소유자명, 계좌 번호 등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꼼꼼히 내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다면, Set Deposit method 버튼을 클릭하시어 계좌 정보를
저장 및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Amazon Currency Converter for Sellers (아마존 통화 변환 서비스)가 지원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의 은행 계좌,
또는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생성한 가상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
•

외부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한 “은행 소재 국가”를 정확히 선택
일반적으로 Amazon.com(북미)을 위한 가상 계좌를 발급 받았을 경우, 은행 소재 국가는 미국 (United
States)으로 선택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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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도움말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amzn.to/scdeposit

1) 셀러 센트럴 > 우측 상단 “설정” > “계정 정보” > “결제 정보” 경로로 접속
2) “Replace deposit method” 버튼 클릭
[유의사항]
새로운 계좌 정보를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 계좌 정보를 변경할 때마다,필수적으로 3일간의 보안 보류 상태가
적용됩니다. 보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판매 대금 이체가 시작되지 않으며, Primary user만 계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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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완료 후 계정
검토
본 장에서는 셀러들에게 계정 등록 완료 후, 계정 검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3.1 계정이 정지된 이유 파악
3.2 이의 제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3.3 이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 제출
3.4 이의 제기 후

3.5 계정 검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3.6 계정 검토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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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이드는 아마존 유일의 승인된 계정 검토 가이드입니다. 아마존이 승인하지 않은 타사 가이드
정보를 따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셀러가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유지하기 위해 아마존에서는 일부 셀러의 계정을 정지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1 계정이 정지된 이유 파악
셀러 센트럴에서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퍼포먼스 알림을 받을 경우, 계정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 no-replies-appeals@amazon.com 또는 no-replies-appeals@amazon.xx. 이메일
주소의 "xx"는 eu, jp 등과 같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약자입니다.)

*비고: 로그인된 마켓플레이스 및 기본 언어 설정에 따라 수신하는 이메일의 제목과 언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되며 내용에는
“Appeal (이의 제기)”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계정이 정지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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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포먼스 통지”를 클릭합니다.

2. 리스트에 있는 모든 퍼포먼스 알림을 클릭하고 자세히 읽으십시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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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등록 과정 중에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셀러에게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러 한 알 림 은 일 반 적 으 로 seller-performance@amazon.com 메 일 주 소 (no-repliesappeals@amazon.com 또는 no-replies-appeals@amazon.xx, "xx"는 eu, jp 등과 같은 Amazon
마켓플레이스의 약자입니다.) 에서 발송되지만 마켓플레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 일본
마켓플레이스의 알림은 alliance@amazon.co.jp 를 통해 발송).
퍼포먼스 알림에 열거된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아마존 셀러 등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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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의 제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1. 이의 제기에 필요한 청구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는 가려지거나 오염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문서 변경 (사진 상의 표기 및 주석 포함)이
불가합니다.
• 발급일 : 최근 90 일 이내에 공과금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 청구서 유형 : 아마존은 가스, 전기, 수도 또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에 대한 청구서만 받습니다.
• 청구서 이름 및 주소 : 청구서에는 귀하의 전체 이름과 현재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셀러의 청구서 이름에 대한 요구 사항 : 청구서에는 회사의 법적 이름
또는 법적 대표자의 전체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이름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이름이어야 합니다.
• 청구서 파일 형식 : 아마존은 스크린샷을 허용하지 않으며 pdf, png 및 gif 형식으로 된 청구서의
컬러 사진 또는 컬러 스캔본만 허용합니다.
• 법인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청구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문의
검토를 위한 보조 증빙 자료로 다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호적부 컬러 사진 / 컬러 스캔본: 법인 대표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 호적에
있는 경우
b. 결혼 증명서 : 법인 대표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
c. 수도, 전기 및 가스 부가가치세 영수증 : 사무실 주소의 청구서를 제공할 수 없지만, 셀러
센트럴 사무실 주소의 수도, 전기 및 가스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셀러 센트럴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여 셀러 센트럴의 주소가 청구서의 이름
및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러 센트럴에 로그인하고 계정 정보에 들어가 ＂직장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2. 해외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요금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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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의 제기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이의 제기 경로 1: 셀러 센트럴에 접속하여 퍼포먼스 - 어카운트 헬스에서 메트릭을 확인하고 계정을
재 활성화합니다.

“계정 재 활성화"를 클릭한 후, 필요한 파일을 제출하고 필요한 옵션을 체크하여 제출한 정보의
유효함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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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경로 2: 셀러 센트럴에 접속하여 퍼포먼스 알림 - 이의 제기 - 착오에 의한 계정 정지 - 문서
추가를 통해 이의 제기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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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의 제기 후
아마존은 여러분이 제출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의 퍼포먼스 알림을
통해 답변을 발송합니다.
업데이트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퍼포먼스 알림을 받으면 반려 이유를 주의 깊게 읽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난 3개월 연속 수도 요금, 천연가스 /액화 석유 가스 요금, 전기 요금 또는 인터넷 서비스 요금
청구서
• 또는 현재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가 셀러 센트럴에 제공한 사무실 주소와 일치하는지 아마존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문서
다음 사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마존이 이의 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전에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거나, 변조되었거나, 표기되었거나, 스크린샷입니다.
• 이미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유형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의 제기 자료를 제출한 후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첫 번째 이메일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셀러 센트럴의 동일한 위치에서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채널을 통해
아마존에 이의 제기를 발송하는 경우, 아마존은 반복된 이의 제기를 스팸 메일로 식별하여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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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계정 검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 아마존의 셀러 행동 규범은 무엇입니까?
모든 셀러는 다음의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아마존과 구매자에게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정하게 행동하고, 아마존의 기능이나 서비스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셀러 또는 그들의 상품 / 평점에 해를 끼치거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구매자의 평점, 피드백 및 리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요청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 구매자-셀러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서만 구매자에게 연락합니다.
• 아마존 판매 절차를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 아마존의 허가 없이 여러 개의 "아마존에서 판매” 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행동 규범 또는 기타 아마존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아마존은 상품 취소, 결제 일시 중지 또는
몰수 및 판매 권한 취소 등 귀하의 계정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판매 정책 및 셀러 행동 규범을 참고하십시오.

질문 2 : 본인 명의로 된 공과금 청구서가 없거나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 청구서가 아직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존이 공과금 청구서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귀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예를 들어 관련 부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보조 증빙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호적부 컬러 사진 / 컬러 스캔본: 법인 대표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동일 호적에
있는 경우

• 결혼 증명서 : 법인 대표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
• 수도, 전기 및 가스 부가가치세 영수증 : 셀러 센트럴 주소의 청구서를 제공할 수 없지만, 셀러
센트럴 주소의 수도, 전기 및 가스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첨부된 수도, 전기 및 가스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질문 3 : 아마존에서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존은 여러분이 제출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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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까? 신용카드 청구서가 필요합니까?
귀하가 받은 답변에서 이 정보를 명확히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제공하십시오. 명확한 요구가
없는 경우 이러한 문서는 반드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5 : 계정 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검토를 통과한 후 다시 계정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계정 검토 여부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토가 통과된 후, 아마존은 계정
퍼포먼스에 따라 다시 검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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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정 검토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다음의 실수로 인해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수 1： 아마존이 이의 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전에 문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합니다.
아마존은 셀러 센트럴의 퍼포먼스 알림을 통해 답변을 발송합니다. 답변을 받기 전, 이의 제기를
반복해서 제출하거나 다른 채널을 통해 아마존에 이의 제기를 발송하지 마십시오. 아마존은 반복된
이의 제기를 스팸 메일로 식별하기 때문에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제출된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거나, 변조되었거나, 표기되었거나,
스크린샷입니다.
컬러 스캔본 또는 문서 복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모든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서에 메모,
워터 마크 또는 주석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문서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실수 3： 이미 만료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유형의 문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아마존은 최근 90일 이내의 가스, 전기, 수돗물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청구서만
허용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원자재 구매 영수증, 제품 영수증, 구매 계약서, 이메일 스크린샷
등과 같은 기타 유형의 청구서 또는 영수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pdf, png 및 gif 형식의
파일만 지원합니다.
실수 4 : 문서 품질이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서 변경 (사진 상의 표기 및 주석 포함) 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내용이 가려지거나 오염
손상되어서는 안되고 스크린샷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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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과정 중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본 장에서는 셀러들에게 등록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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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아마존 글로벌셀링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글로벌셀링"을 통해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일본, 호주,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입니다. 그중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는 북미 통합 계정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및 폴란드는 유럽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셀러가 그중 하나의

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할 경우, 다른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이 통합 계정 내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통합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개의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비즈니스 수요로 두 번째 계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고 모든 계정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각 지역에 대해 하나의 셀러 센트럴 계정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정 중 어느
하나가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경우 아마존은 모든 계정이 양호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모든 판매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셀러의 표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존 상품 및 셀러 정보에서 구매자에게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4. 나중에 표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셀러 센트럴의 "설정-계정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셀러 표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의 상품 카테고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아마존에서는 해당 절차를 안내합니다.
6. 리스팅할 상품 수량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품 수량에 따라 아마존은 다양한 상품 리스팅 방법을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리스팅 경험을
제공합니다.
7. 나중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옵션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옵션을 변경하려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선택한 새로운 서비스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설정 요약 페이지의 관련 섹션 상태가 "미완료"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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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한 신용카드로 즉시 요금이 청구 되나요?
아니요, 아마존은 계정을 설정할 때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귀하의 신용카드
인증을 위해 은행에 4.00달러 결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 카드 결제 승인은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계정 명세서에서 사라집니다.

10. 계정을 개설한 후 다른 신용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셀러의 계정 정보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새로운 신용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전화번호를 입력한 경우 전체 전화번호 앞에 국가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국가 코드 앞에는
"+"또는 두 개의 0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한 국내 전화번호는 +86 139 XXXX XXXX
형식이어야 합니다.

12. 이미 3회 시도하여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시간 정도 후에 해당 페이지로 돌아와 재시도하십시오. 재시도 시, 문자 메시지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전화 인증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셀러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유효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계속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한 자료가 본 문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로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알려드리오니 등록하신 메일함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스템 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왼쪽 하단의 "도움말"을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한 후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쉽게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 이의 제기에 성공한 후, 판매 과정 중 다시 계정 검토 작업이 진행됩니까?
퍼포먼스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계정 검토가 진행됩니다.
16. 등록 작업을 중단한 후, 나중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해당 페이지로 돌아와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계정 생성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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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마존 북미 마켓플레이스 등록 시, 세금 인터뷰란 무엇입니까?
미국 세금 인터뷰는 세금 식별 정보를 입력하고 W-9 또는 W-8BEN을 인증하도록 안내하는 셀프 검토
과정입니다.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미국 세무 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인터뷰 과정 중 모든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8. 세금 식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등록이 완료되면 아마존에서 프로페셔널 셀러에게 세금 식별 정보를 요청합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세금 식별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19. 세금 인터뷰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인터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인터뷰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처음부터
인터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 인터뷰를 완료하지 않으면 등록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20. 실수로 계정을 등록했거나 더 이상 계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정을 해지하려면 셀링 파트너 서포트에 문의하세요.
21. 그밖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셀러 센트럴의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질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거나, 셀러
정보 가이드를 학습하고, 셀링 파트너 서포트 팀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22.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실제 사무실 주소와 다른 경우 어떤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까?
수도, 전기, 천연가스 / 석유 액화 가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의 공과금 청구서의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23. 입력한 정보는 손실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등록 과정에서 제공한 모든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택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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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 은행 계좌
서비스 등록 안내
본 장에서는 셀러들에게 가상 은행 계좌 서비스 등록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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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니아 계좌 명세서 (Bank Statement) 발급 안내

 페이오니아(Payoneer)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활동’ - '서류센터' 클릭
2. '아마존용 계정 명세서' 선택하여 정보 기입
3. 하단의 ‘다운로드’ 클릭 후 저장하여 사용

상세 방법
▶ '수령 계좌 통화' 및 '수령 계좌'를 선택 후 다음 클릭
(Bank Statement 발급이 필요한 통화를 선택해주세요.)
▶ Bank Statement 제출이 필요한 아마존 마켓의 상세 정보를 입력
(아마존 Legal Name은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
표자명입니다. 스토어 이름이 아닙니다.)

서비스 안내 링크
▶ [공식 카페] 페이오니아 가입방법
▶ [공식 카페] 계좌 명세서 발급방법
▶ [PDF] 페이오니아 가입방법
▶ [PDF] 계좌 명세서 발급방법

추가 안내사항
▶ SGD, JPY 등 외화 가상계좌 추가 개설을 희망하시면
페이오니아 고객센터로 신청해주세요.
(고객센터 070-4784-4047, 월-목 10am~7pm, 금 10am~6pm)
▶ 페이오니아 계좌 명세서 (Bank Statement) 발급은 ‘활동스토어매니저'의 경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단의 서비스 안내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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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니아

서비스 사업자 명

문의처

Payoneer

• saleskorea@payoneer.com
• 070-4784-4047
(평일10시~7시, 단,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 공휴일제외)
• Kakao 채널: Payoneer
• www.payoneer.com/ko

본 서비스를 위한 역량 및 강점
• USD / EUR / GBP / JPY / CNH / CAD / AUD / SGD / MXN 수령계좌 발급
•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판매대금 수취 후 원하는 통화로 인출 및 사용 가능
• 서류센터를 통해 Bank Statement, 월간 내역 명세서 등을 쉽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

국내 Amazon 셀러를 위한 서비스 범위 소개
• 해외통화를 수취할 수 있는 페이오니아 계좌로 대금 수취 후, 한국의 은행계좌로 이체
• 이체수수료 기본 1.2% 또는 이하, 일일/월 이체 한도 $200,000 (필요시 조정 가능)
• 원화계좌 또는 외화계좌 (USD, EUR, GBP, JPY)로 이체 가능

계약 및 진행 방법
• http://paynr.co/amazonKR 링크로 가입 후 $1,000 로딩시 Payoneer에서 $50보너스 지급
• https://paynr.co/amazonkr 링크로 가입 시 인출 수수료 1% 바로 적용
• http://paynr.co/AMZPY 링크로 가입 후 6개월 내 $10,000 로딩 시 Payoneer에서 $250달러 보너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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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인증 절차 안내
본 장에서는 안전한 로그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2 step verification, 즉 2단계
인증 절차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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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인증 절차 (2-Step Verification)
2단계 인증 절차란?
아마존 셀러의 안전한 로그인 환경 조성을 위해 셀러의 휴대기기 또는 인증 앱을 통한 2단계의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다가 비밀번호가 해킹되었을 경우에도 아마존 셀러 계정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 하단의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휴대폰 및 백업 기기의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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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인증 절차 (2-Step Verification)

• Pin 번호 확인 가능한 휴대폰
번호 입력 후 ‘계속’ 버튼 클릭

• 보안 문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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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인증 절차 (2-Step Verification)

• 문자로 발송된 6자리 숫자 코드를
입력한 다음 ‘계속’ 버튼 클릭

• 백업 기기로 등록하실 휴대폰 번호
추가 후, 문자로 발송된 코드 입력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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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보호를 위한 2단계 인증 절차 (2-Step Verification)

• 별도의 2단계 인증 창이 뜨지
않을 경우, Password 란에
‘로그인 비밀번호 + 인증코드’
형태로 입력

• 하단의 체크박스 체크 후, 노란색
버튼 클릭하여 2단계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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