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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호주 판매를 위한 
Payoneer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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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기존 Amazon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이실겁니다. 

이제 잘 알고 있고 신뢰하는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호주 시장으로 판매 영역을 넓혀 보세요.

본 Payoneer 판매 가이드북은 호주의 Amazon 셀러들을 

위한 판매 전략 계획, 수립 및 수행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Payoneer는 항상 

여러분의 글로벌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동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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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Amazon 호주는 2017년 12월에 오픈한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mazon 마켓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호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할 때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호주의 온라인 

쇼핑은 2017년에 전년 대비 18.7% 증가하며 213억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총 

소매 매출량의 8%는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였으며 이는 2016년과 비교해 1% 더 증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20년까지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시장은 Amazon 셀러들에게 고객층을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구매 규제 관련 호주의 법률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운송, 배송, 고객 지원 서비스, 

풀필먼트, 호주 결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eBook에서는 Amazon 호주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이곳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파악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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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Goods and Services Tax (GST)

2018년 7월 1일 부로 호주로 배송된 모든 해외 구매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호주 Goods and Services Tax (GST)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1,000 이상의 구매에 한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 결과 Amazon은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호주 내 주소로의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mazon.com과 같은 해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는 호주 고객들은 이제 자동으로 Amazon.com.au로 이동됩니다. 따라서 이제 호주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들은 반드시 Amazon.com.au에 직접 셀러 등록을 해야 합니다. 

Amazon 호주는 오픈 후 6개월 동안 셀러와 고객 

활동, 모든 부분에 있어 꾸준한 증가를 보여 왔습니다. 

Amazon.com.au의 월별 트래픽이 25% 증가한 것을 

비롯해 2018년 6월에는 1,310만 명이라는 방문객 

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Amazon은 6월 9일에 

호주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배송 및 예약 판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Amazon 호주는 매달 2,000명 이상의 

셀러들이 추가되면서 현재는18,000명이 넘는 셀러 

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3월 4월 6월5월12월 1월 2월

18,196
16,288

14,038

11,438

7,150
5,910

4,292

Amazon 호주에서 활동하는 셀러 수

https://www.similarweb.com/website/amazon.com.au
https://www.marketplacepulse.com/articles/chicken-or-the-egg-in-amazon-australia
https://www.marketplacepulse.com/articles/chicken-or-the-egg-in-amazo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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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유럽에서 판매하는게 쉬울까요?

이제 호주의 고객들은 Amazon AU에서만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의 고객들보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셀러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호주 

시장으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차트를 통해 호주인들이 Amazon

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유형들을 파악해보세요.

전기/전자제품

서재류

의류

음악

신발

비디오

진공포장 음식류

신선 채소류

육류

60%

54%

46%

31%

30%

26%

12%

7%

5%

http://www.nielsen.com/au/en/insights/news/2017/primed-for-amazon-australian-shoppers-anticipate-arriv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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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Amazon 호주에 대한 개요

어떤 유형의 셀러가 Amazon셀링에 가장 유리할까요?

Amazon에서의 판매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셀러의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색있는 제품 – 티셔츠 디자이너와 같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Amazon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틈새시장 공략 – Amazon은 많은 독특한 제품을 다루지 않으므로 Amazon 과 직접적인 경쟁을 가질 위험이 적습니다.

전시 또는 중고 제품 – Amazon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로 인해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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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신용과 믿음 – 신규 고객들은 덜 알려진 사이트 보다 

Amazon에서 구매하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 재고 추적부터 세금 징수, 카드 

처리까지 Amazon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Amazon의 풀필먼트(FBA) – 셀러들이 재고를 

Amazon의 창고로 보내면 Amazon은 그 곳에서

(유료로) 판매, 풀필먼트, 반품 그리고 고객 지원 

서비스를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추천 – Amazon 구매자가 여러분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검색할 경우, 여러분의 제품은 추천 상품으로 

표시됩니다. 

Amazon의 Buy Box

고객이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접속하면 Amazon은  

한 명의 셀러를 선택해 셀러의 세부정보를 Buy Box를 통해 

고객에게 보여줍니다. 제 3자를 통한 판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Buy Box는 오늘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셀러들에게 하나뿐인 가장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Buy Box를 차지하는 방법:

풀필먼트 방식

제품의 풀필먼트가 셀러와 Amazon 중 어느 쪽에 의해 

처리되느냐는 Amazon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란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Amazon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금액입니다.

셀러 등급

셀러 등급은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할 때 겪는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나타내는 수치값입니다. 

배송 소요시간

예상 배송 소요시간은 Amazon이 Buy Box에 들어갈 

셀러를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측정 

기준입니다. 

셀러들을 위한 Tip:
Amazon은 판매된 각각의 제품에 대해 $1.00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5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Professional Seller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월 $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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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Amazon 호주 이외에도 셀러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다양합니다.

Ebay.com.au 

eBay Inc.는California 주의 San Jose에 기반을 둔 

미국의 다국적 이커머스 기업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 개인간의 또는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상거래를 

도와줍니다.

Catch.com.au 

Catch는 호주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마켓 중 한 곳으로 

핵심 브랜드 2곳 모두 10년 이상 유명세를 유지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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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해외에 있는 Amazon 호주의 셀러들은 호주의 새로운 Goods and Services Tax의  법률로 인해 이제 호주로 

보내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면 Amazon의 풀필먼트(FB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mazon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호주의 멜버른이나 시드니에 

위치한 Amazon의 풀필먼트 센터에 재고를 보관할 수 있으며 풀필먼트 센터에 도착한 제품은 전국 어디로든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FBA는 포장, 배송, 반품 처리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물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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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의 풀필먼트 센터로 재고를 보낼 때에는 호주의 

수입 규제를 확인해야 하며 이것은 셀러들에게 많은 혼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규 셀러나 호주의 규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셀러들은 통관사를 통해 제품 수입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특정 요구사항에 적합한 통관사를 찾을 때에는 여러분과 

같은 틈새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Amazon 셀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각각의 

운송업체들을 조사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조사해 볼 만한 운송 파트너사들입니다:

Dhl.com.au – DHL Express는 국제 택배 및 

특급우편을 제공하는 독일계 물류회사인 Deutsche 

Post DHL의 자회사 입니다. 

Mamenta.com – Mamenta는 전세계 모든 

브랜드 및 소매업체들에게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Mament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솔루션을 통해 자동화를 실시하여 세계 무역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및 소매업체들이 

전세계 모든 마켓플레이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Sendle – Sendle는 호주계 기업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문배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UBIsmartparcel.com – UBI Smart Parcel

은 상업적 택배 비즈니스의 가장 큰 파트너사 중 한 

곳으로 호주 우정공사와 협업하여 중국/홍콩에서 

호주의 주요 게이트웨이 4곳으로 가는 직항로를 

제공합니다.

Australia Post – 호주 우정공사는 호주 정부 

소속의 공사로 호주에서의 우편 사업을 담당합니다. 

Shippit.com – Shippit는 소매업체들을 위한 운송 

플랫폼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객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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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지/제한된 품목 

재고를 호주의 Amazon 풀필먼트 센터로 운송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품목에 대한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일반적으로 백열등, 화장품 그리고 담배 라이터와 같은 

위험물(환경 파괴 물질)은 호주로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정 건강 보조식품, 씹는 담배와 

페인트볼 총은 추가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에 

속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적 지연과 불필요한 관료제를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운송 제공업체와 호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관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지/제한된 

품목에 관한 전체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www.abf.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can-you-bring-it-in/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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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호주로 제품을 수출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주문을 배송하고 반품을 처리하며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지 계획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3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직접 처리하거나 제 3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아보거나 Amazon의 FBA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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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에 입문하기

Amazon에서 배송하기 

FBA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여러분은 Amazon의 

광범위한 배송 능력을 활용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에 위치한 Amazon의 풀필먼트 

센터에 모든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으로 

단 하루 만에 전국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셀러에게 반품하기

구매자들은 제품이 제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 

없이 간단하게 제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mazon AU 플랫폼을 통해 배송된 제품들은 고객이 

제품을 수령한 30일 이내에는 언제든 반품이 가능합니다. 

Amazon의 셀러들은 Amazon AU에 의해 이행된 특정 

제품에 대해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방문 고객 관리

특히 콜 센터나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운영시간을 다양한 시간대의 구매자들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호주는 3개의 표준 시간대가 운영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로 호주 서부 표준시(AWST; 

UTC+8:00)와 호주 중부 표준시(ACST; UTC+9:30) 

그리고 호주 동부 표준시(AEST; UTC+10:00)가 

적용됩니다. 

반품 규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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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메세지에 빠른 회신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응답만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을 두고 

각각에 대한 개별 메시지를 보내 십시오. 개인의 상황에 

맞춘 응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고객 서비스 Tip

호주 외 국가에 기반을 둔 셀러들을 비롯해 특히, Amazon 

AU의 신규 셀러들의 경우에는 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mazon 고객들은 대개 구매자의 

리뷰에 의존하여 구매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리뷰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리뷰는 

다문화권의 어려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호주식 영어를 사용해 

일상적인 대화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호주식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매자와 소통하는 경우에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고객과 오해가 생긴다면 부정적인 

리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평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모든 일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여러분은 셀러 계정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호주식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이 

아니라면 호주 현지의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구매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이메일은 오늘날 대부분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상관없이 호주식 영어로 통화 및 메시지를 수신하고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mazon은 열악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셀러 계정에 제재를 가하며  

심할 경우 계정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 24시간  

이내로 고객에게 응답하고 정기적으로 실적 등급 및 

구매자의 피드백을 검토하십시오.

단 하나뿐일 지라도 비즈니스에 손실을 입히고 심각할 

경우에는 판매 권한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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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파트너사 찾기

현지 파트너사를 찾을 때에는 지인들과 상의하고 온라인을 

통해 추천을 받으세요. 또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파트너사를 선택하십시오: 

성공률 – 서비스 제공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입소문과 

전반적인 성공률을 중심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추천과 리뷰는 결정하는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이 특정 제공업체에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성 –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업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년 간의 

경력을 보유한 서비스 제공업체일수록 해당 업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격증 – 자격증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수행 계약을 맺은 

업무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때 사용하기 좋은 지표입니다. 계약을 고려 중인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취득한 자격증(예, ISO9001)과 

취득 일자에 대해 요청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한 기간이 긴 업체일수록 품질 관리 시스템 체계가 

더 확실히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문의하십시오. 

기술 – 서비스 제공업체가 커뮤니케이션 및 워크플로우 

실행 플랫폼을 사용해 팀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 대비 가치 –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때에는 

비용 대비 가치가 충분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지화 

된 고객 서비스 및 번역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사고 배상 위험 노출을 낮추고 문의 

전화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제품 수용도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므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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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스템 통합

이미 호주 시장에서 활동 중인 셀러라면 기존 스토어와 Amazon AU스토어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된 

스토어는 브랜드와 제품의 노출 빈도를 높여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통합 프로세스는 스토어의 장바구니와 Amazon 스토어 간의 링크를 생성하여 고객이 상품을 주문할 때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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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파트너사들이 스토어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고려해 볼 만한 파트너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Omnivore.com.au – Omnivore는 신속하게 여러분의 

이커머스 스토어와 통합하여 eBay, Amazon, Trade Me 

등과 같은 마켓을 통해 판매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Codisto.com – Codisto는 여러분의 기존 제품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곧바로 Amazon과 eBay에서 

이용하기 편한 새로운 리스팅을 대량으로 생성해 줍니다. 

Fusionfactory.com – Fusion Factory의 

Commerce Connect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정보 관리와  옴니 채널 게시 도구를 통해 셀러들이 제품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여러 온라인 채널에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Neto.com.au – Neto는 전체적인 판매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면서 기존 채널과 동일한 대시보드에서 Amazon 

AU 목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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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풀필먼트

Amazon의 풀필먼트(FBA)

Amazon AU 셀러들은 Amazon의 풀필먼트(FBA)를 사용해 멜버른과 시드니에 위치한 Amazon의 풀필먼트 

센터에 제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Amazon은 포장과 배송을 비롯해 고객의 주문에 관한 모든 물류 업무를 

책임집니다. 또한 연중 무휴로 고객 문의 및 반품과 환불을 처리합니다. 

Amazon 호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고객들의 배송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풀필먼트 수단보다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옮기고 운송합니다. 또한 FBA는 Amazon Prime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무료 배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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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호주 전국 배송  – 호주 전역에 제품을 판매하세요.

Amazon의 풀필먼트 – Amazon의 이커머스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하세요.

가장 성공적인 검색 / 발견 / 구매에 대한 온라인 메커니즘

Amazon AU의 제품들은 찾기 쉽고 구매 방식이 

간단합니다. 수백만 명의 호주 고객들이 Amazon의 

혁신적인 원클릭 구매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한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환상의 짝꿍: Amazon 판매와 Amazon의 풀필먼트 

Amazon은 모든 규모의 기업들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또한 Amazon 판매 계정에 Amazon 풀필먼트를 신청한 

셀러들은 Amazon의 풀필먼트 리소스, Amazon 

Prime 고객에 대한 접근 권한 및 호주 시장에 현지화 된 

고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풀필먼트 수단                                                                  
FBA는 사용하기 편한 고객 중심적 플랫폼으로 스토어의 

물류 업무를 능률적으로 관리해주므로 저희는 모든 경험 

수준의 Amazon 셀러들에게 FBA을 활용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하지만 Amazon에서 활동 중인 셀러라고 

해서 반드시 FBA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호주에는 Amazon 스토어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인증된 

물류 제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을 맺고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면 풀필먼트 또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또는 호주 외 지역에 재고를 

보관하기로 했다면 호주의 고객들에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국제 운송 제공업체를 고려해 

보십시오.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뿐 만 아니라 Amazon 

호주의 고객 주문까지 처리해 주는 Odeo.com.au와 

Mercury Retail은 여러분이 고려해 볼 만한 훌륭한 물류 

파트너사 입니다. 

다음은 그 밖에 여러분이 고려해볼 만한 호주의 

파트너사들입니다:

Odeo.com.au – Odeo는 기업들이 eBay, Amazon 

그리고 Shopify의 핵심 운영을 능률적이고 간편하게 구축, 

유지하며 운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Fulfilio.com.au – Fulfilio는 전국의 이커머스 

셀러들을 위한 풀필먼트 및 배송 솔루션입니다. Fulfilio는 

정확히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품을 보관, 포장하여 

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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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제 환경

전세계에서 수익을 올리고 현지에서 대금을 받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외판매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므로 계속해서 해외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때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Payoneer는 서비스 비즈니스 및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된 세계 최고의 해외 결제 플랫폼이자 Amazon

이 신뢰하는 결제 제공업체입니다. 간단한 가입을 통해 Payoneer 계정을 생성하고 Amazon에서 대금을 

받아보세요. Payoneer 계정으로 수령한 대금은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해 현지 통화로 간편하게 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재투자 하거나 공급업체로 대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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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만의 차별점

간단한 대금 지불 및 수령 방식: 간편하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통화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잠재 수익: 많은 대금을 주고 받는 셀러들에게 제공되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고 저렴한 비용에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의 수익을 현지 통화로 받아보세요. 

지불하기: 전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기업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세요!

본 서비스는 Payoneer 수령 계정을 Amazon Seller 

Central 계정에 연결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eller Central Australia의 판매 

대금을 호주 달러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Payoneer는 JPY, CNY, USD, EUR, GBP 를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통화를 제공함으로써 셀러들이 전세계 

여러 Amazon 마켓플레이스로 판매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제 Tip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소비자들을 만나고 한 곳에서 모든 글로벌 

판매 수익을 받아보세요. 

24 시간 지원가능한 고객 서비스: 전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한 경우엔 언제든지 다국어로 현지 전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yoneer를 통해 대금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Payoneer 계정에서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현지 은행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십시오. 

전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대금을 지불하세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mazon에서 AUD로 대금을 

수령하여 Payoneer 계정에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환전이나 수수료없이 호주 달러를 사용하여 공급업체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Payoneer Mastercard® 사용하여 전세계 곳곳의 

ATM 기기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세요.

Payoneer 계정에 보유한 AUD를 사용해 세금 당국으로 

직접 VAT를 납부하십시오. 

Payoneer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https://blog.payoneer.com/ko/how_to-ko/%EB%8C%80%EA%B8%88-%EB%B0%9B%EB%8A%94-%EB%B0%A9%EB%B2%95/%ED%98%B8%EC%A3%BC%EC%9D%98-amazon-seller-central%EC%97%90%EC%84%9C-%EB%8C%80%EA%B8%88%EC%9D%84-%EC%88%98%EB%A0%B9%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register.payoneer.com/get-paid-by-client-and-companies-worldw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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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세금

수입 프로세스

Amazon AU로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호주의 수입 규제 및 조세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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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Border Agency는 해당 국가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에 대해 2가지 양식을 요청합니다:

수입 신고(N10) 양식B650은 항공이나 해상 화물로 

반입되는 물품들에 요구됩니다. 

수입 신고(N10) 양식B374는 국제 우편을 사용하여 

반입되는 물품들에 요구됩니다.

수입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통관사를 통해 물품을 통관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호주로 개별 물품들을 드롭시핑(drop shipping)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해 호주로 보내십시오. 

Goods and Services 세금 (GST) 

또한 Amazon AU 셀러들은 새로운 호주 규정인 Goods 

and Services Tax (GST)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Low Value Imported Goods 또는 LVIGs라고도 알려진

GST는 A$1,000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Amazon은 국가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고 제 3의 셀러의 

의해 Amazon AU에서 판매된 모든 LVIG에 대해 세금을 

산출, 징수 납부를 필수 요청하고 있습니다. GST를 

지불하기 위해 Amazon은 호주 밖에서 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Seller Central에서 정해진 가격 및 배송비의 

1/11을 공제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반품을 결심했다면 

여러분은 GST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게 되며 구매자에게 

GST를 환불할 책임은 Amazon에게 있습니다.

A$1,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 세금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수입 처리 수수료 뿐만 아니라 

GST 까지 셀러가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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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켓플레이스 및 해외 공급업체
들과  대금을 주고 받으며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성장시켜보세요.

지금 가입하기

Payoneer는 혁신적인 해외 결제 플랫폼을 통해 기업, 전문가, 국가 및 통화를 연결하여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Payoneer는 원활한 해외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수백 만의 기업 및 전문가들과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잠재 고객들을 이어줍니다.

Payoneer를 통해 Amazon과 전 세계 수백 여 곳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해외 

고객들에게 알리십시오.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이용하여 보유하신 통화로 간편하게 수익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ayone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mazon 글로벌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payouts.payoneer.com/partners/or.aspx?pid=YOYIZC74IO2s4KZQp7tgsw%3d%3d&langid=15&locale=ko
https://register.payoneer.com/get-paid-by-client-and-companies-worldwide-kr/
https://services.amazon.co.kr/?ref=as_us_header_kr-flag&ld=ASUSAGS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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