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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셀러계정등록전준비사항

셀러계정을생성하기전, 아래필수정보가모두준비되었는지확인합니다.

입력하시는필수정보의모든사항들이정확히일치되어야성공적인계정등록을진행하실수있습니다. 

 여권사본: 대표자의만료되지않은여권사본 (개인정보와사인란이같이스캔된컬러스캔본)

 주소: 본인사업장혹은거주지주소

 신용카드: 해외결제가가능한법인혹은본인명의의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정보, 명세서수령주소 (Billing 

Address –모를경우, 해당신용카드사에문의)

 은행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아래 2가지방법으로준비하실수있습니다.

 가상은행계좌서비스(예시 Payoneer, Paygos) 를아마존 셀러 계정 등록 전(前)에가입하여은행계좌명세서발급. ACCS 

(Amazon Currency Converter for Sellers; 아마존통화변환서비스) 가지원되는국가의은행계좌의계좌명세서발급

*ACCS 지원국가: 미국, 유로존국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등



Amazon Confidential

 페이고스(Paycos)

가상계좌를개설하면가상계좌명세서가발급됩니다.

 페이오니아(Payoneer) 

1) Confirmation Letter를다운받아, 페이오니아고객센터로발급신청하기

Confirmation Letter 다운받으러가기 (링크클릭)

2) Letter 작성후, 페이오니아에 BANK STATEMENT 신청하러가기 (링크클릭)

• 이메일주소, 이름, 성기입 (만약회원이아닐경우, Payoneer 회원가입후해당링크를통해

서류제출)

• 분야: ‘서류제출 > 요청한서류를제출하려고합니다 > 은행서류를제출하려고합니다.’로

선택

• 귀하의의문사항또는의견: 판매를원하는해당아마존국가의페이오니아계좌의마지막

4자리숫자를기재 (예: Amazon.com의경우 Payoneer USD 계좌마지막 4자리)

• 첨부파일에는미리작성한 Confirmation Letter 추가

• 그외에도페이오니아고객센터로전화하여제출도가능함 (070-4784-4047)

<페이오니아예시 화면>

페이오니아, 페이고스계좌명세서 (Bank Statement) 발급방법안내

https://paygos.ibk.co.kr/?ld=ASKRSOALGNnvrt2v-082018
https://www.payoneer.com/
https://blog.payoneer.com/wp-content/uploads/2017/11/confirmationletterforamazonstatement-1.docx
https://payoneer-ko.custhelp.com/app/ask/l_i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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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P@yGOS (페이고스)

서비스 사업자 명

IBK(기업은행)
P@yGOS (페이고스)

문의처

• paygosmaster@ibk.co.kr

• 02-2031-5432

• https://paygos.ibk.co.kr • 이체 수수료 1.0% 또는 이하 (필요시 조정 가능)

• USD/EUR/GBP/JPY 정산서비스 제공

• 간편한 수출자료 증빙으로, 판매대금의 수출실적인정 가능

 수출실적에 근거한 금융지원검토 (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과 연계)

• 해외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본 서비스를 위한 역량 및 강점

• 국내 최초, 은행권 유일의 전자상거래 외국환 정산서비스 제공

• PG업체인 (커런시스다이렉트)를 통한 판매대금 수령

 페이고스 플랫폼을 통한 거래내역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사후관리 제공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업무 처리

국내 Amazon 셀러를 위한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안내 링크

• 계정 가입 방법 (PDF 파일)

*이체수수료는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mailto:paygosmaster@ibk.co.kr
https://paygos.ibk.co.kr/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r-marketing/Service+Provider/%ED%8E%98%EC%9D%B4%EA%B3%A0%EC%8A%A4+%EA%B0%80%EC%9E%85+%EC%A0%88%EC%B0%A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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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니아(Payoneer)

서비스 사업자 명

Payoneer

문의처

• saleskorea@payoneer.com

• 02-2135-1729  

(월~금 9시~6시,공휴일제외)

• Kakao ID: Payoneer
• US/UK/EU/JP/CNH/CAD/AUD 수취 가상계좌로 대금 수령 후, 한국의 은행계좌로 이체

 이체수수료 1.2% 또는 이하, 일일/월 이체 한도 $200,000 (필요시 조정 가능)

 원화계좌 또는 외화계좌(달러,유로,파운드,엔화)로 이체 가능

 플러스 프로그램: 글로벌 셀러/ 중소기업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서비스

 Payoneer 수령누계액, 매출성장률,규모 등에 따른 수수료 혜택 최대 1%이하 가능

https://paynr.co/krplus1 로 가입신청 시, 담당 매니저가 연락

• https://paynr.co/amazonkr 링크로 가입 후, Payoneer 계좌로 $1000 이상 대금을

받으시면 Payoneer에서 50$보너스 지급*

본 서비스를 위한 역량 및 강점

• 개인,기업 셀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위해

달러화/유로화/파운드화/엔화/위안화/캐나다 달러/호주달러 수령계좌 발급

• Payoneer계좌를 통해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판매대금 수령을 수령하여 인출 및

사용 가능

국내 Amazon 셀러를 위한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안내 링크

• 계정 가입 방법(공식 카페)

• 계정 가입 방법(PDF 파일)

• 가상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발급방법(PDF파일)

• 가상계좌명세서(Bank Statement) 

발급방법(공식카페) *이체수수료는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mailto:saleskorea@payoneer.com
https://paynr.co/krplus1
https://paynr.co/amazonkr
http://cafe.naver.com/payoneerkorea/120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r-marketing/Service+Provider/%ED%8E%98%EC%9D%B4%EC%98%A4%EB%8B%88%EC%95%84+%EA%B0%80%EC%9E%85+%EC%A0%88%EC%B0%A8.pdf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kr-marketing/Service+Provider/%ED%8E%98%EC%9D%B4%EC%98%A4%EB%8B%88%EC%95%84+%EA%B3%84%EC%A2%8C+%EB%AA%85%EC%84%B8%EC%84%9C+%EB%B0%9C%EA%B8%89+%EB%B0%A9%EB%B2%95.pdf
http://cafe.naver.com/payoneerkorea?iframe_url=/ArticleRead.nhn?clubid=29214386%26page=1%26menuid=3%26boardtype=Q%26articleid=15%26referrerAllArticles=fal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