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oneer 회원가입 방법
Payoneer 계정 생성을 위한 첫 단계로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가입 절차
를 따라주시면 손쉽게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
니다

Payoneer 회원 가입 방법 안내 회원가입 링크 ($50 보너스 받기): https://paynr.co/amazonKR
회원가입 시 준비물 : 마지막 4단계에서 Payoneer를 통해 받은 대금을 인출 하기 위한 한국 은행 정보가 필요하므로, 은행계
좌 정보(계좌 번호, 계좌주 정보등)를 미리 준비 해주시면 회원가입에 편리 합니다. (Payoneer 로그인 정보 : 이메일 주소)
모든 정보는 영어로만 입력, 1-4단계 작성시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항상 이전 단계로 돌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1단계 : 개인/ 회사 선택이 가능 (개인/회사)
개인 선택시, 여권상 영문 이름 기재

회사 선택시
법인 및 사업자 정보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된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의 담당자의 경우 실무자의 성함 및
메일 주소 등록 혹은 대표자의 성함 및 메일 주소 등록이 능
가합니다.
대표자 성함 등록 및 실무자 이메일 주소 등록 가능. 이후 변
동 사항이 있을시 my account내에서 메일 주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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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소 및 연락처 입력
영어주소 기입(개인/회사)
개인 선택시

회사 선택시 : 회사 및 사업자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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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보안질문 선택 및 신분증 정보 입력
보안질문은 비밀번호 분실시 필요한 정보로 기억하기 쉬
운 정보 입력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동차 운전면허증
중 택1 하여 정보 입력

4단계: 은행 정보 입력
Payoneer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인출을 원하시는
은행 계좌 정보 입력
은행 계좌 정보 : 개인/회사 선택 가능
계좌 이름 : 한국어 계좌주명 등록
계좌이름(영문) : 영문 계좌주명 등록
신분증 정보 : 개인 선택시,신분증 번호, 회사 선택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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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을 꼭 읽어주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시간 이내에 승인이 되지만, 영업일 기준 1-2일이 소요 될수 있습니다

2.

제출 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신분증 컬러 사본 (스캔/휴대전화로 촬영) 과 사업자 계정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사본이 필요 합니다

3.

Payoneer 고객지원팀 문의처가 궁금합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이디 : Payoneer
• 유선 (월-목, 10:00- 19:00 / 금, 10:00- 18:00) : 070-4784-4047
•

지원팀 페이지 : https://payoneer-seller.custhelp.com/app/ask/

4.

아마존에 제출해야 할 Bank Statement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Payoneer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5.

Bank Statement 발급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영업일 기준 당일 - 최대 2일이 소요됩니다

6.

$50 보너스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첫 페이지에 제공된 링크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Payoneer 계좌로 $1000 이상 대금을 받으시면 $50
를 보너스로 돌려드립니다.

5

© 2005-2018 Payoneer

한국어 고객센터
한국어 전화상담: 070-4784-4047 월~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한국어 이메일 문의: payoneer-ko.custhelp.com
카카오톡 ID: Payoneer 검색하여 친구등록 후 실시간 채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