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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Amazon판매를 

위한 Payoneer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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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내 Amazon 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신뢰하는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유럽까지 비즈니스를 확장 시켜 보세요. 마켓플레이스 

가이드 시리즈 중 첫번째인 Payoneer 가이드는 유럽의 

Amazon 판매 전략을 어떻게 계획 및 수립하고 실행할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Payoneer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저희가 조사한 

마켓플레이스 생태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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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럽 Amazon 판매를 위한 Payoneer 가이드는 국내에서 Amazon 을 경험해 본 온라인 판매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직접 경험을 통해 Amazon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본 내용에서는 Amazon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목표는 Amazon 플랫폼을 통해 유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6 개의 챕터를 통해 Amazon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소개, 운송, 배송 및 새로운 유럽 고객들을 관리하는 방법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행 서비스, 결제 과정 및 VAT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사실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가이드를 통해 직접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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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ttps://ecommercenews.eu/amazon-sellers-europe-sell-one-marketplace/ 

20곳 이상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셀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arketplace Pulse 
의 2017년 유럽 Amazon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 영어 사용이 지배적입니다

영국 Amazon은 60,000명 이상의 우수 셀러들을 보유한 

가장 인기 있는 Amazon 마켓플레이스 입니다.

- 마켓플레이스가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서유럽 국가들 간의 가까운 문화적, 지리적 유대 
때문에 많은 셀러들은 한번에 전 유럽의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길 원합니다. 일례로 스페인 
Amazon 셀러의 3분의 2는 영국까지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6,000명 이상의 셀러들(10%)은 
총 5 곳의 유럽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수 셀러란 매달 최소  1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해 온 셀러를 의미합니다.1

독일
판매

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영국 셀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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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우수 셀러 : 60,893

유럽 Amazon: 하나의 계정으로 5 곳의 마켓플레이스 

이용하기

Amazon 유럽 계정을 이용하면, 다음의 마켓플레이스 1곳 

이상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co.uk, Amazon.de, Amazon.fr, Amazon.it, 
Amazon.es.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제품들을 한 장소에 

보관해두고 Amazon의 물류 인프라를 이용해 제품을 유럽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이나 

호주에 있다면, 공통 언어인 영어로 인해 영국에서 운송하기 

쉬운 장소와 창고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mazon은 여러분의 유럽 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리스트 생성, 

 자동적으로 전 유럽 Amazon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율 변동을 주시하고 그에 맞춰

  가격을 조정합니다.

 제품 번역, 원어민을 통해 여러분의 제품명과 

 제품정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Amazon 셀러 계정 하나로, 모든 유럽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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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의 운송 대행 서비스 인프라

셀러들은 Amazon유럽의 운송 대행 서비스 네트워크를 이용해 하나의 중앙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여 유럽 전역의 

마켓플레이스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azon을 통해 유럽 전역의 운송을 처리하더라도 판매자 스스로 

지역별 번역과 최적화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영국
판매

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독일 셀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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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탈리아 셀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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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페인 셀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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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Amazon 개요

Amazon에 가장 적합한 판매자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Amazon 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판매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상품 티셔츠 디자이너들과 같이 자신만의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Amazon에서 제한된 

 경쟁을 하게됩니다.

 틈새 제품 Amazon은 많은 틈새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mazon 자체와

  경쟁할 위험이 적습니다.

 전시 상품 또는 중고 제품 Amazon은 가격에 민감한 쇼핑객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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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신용과 믿음 신규고객들은 덜 알려진 사이트보다

 Amazon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더 신뢰를

  가집니다.

 인프라 및 지원 재고 추적부터 세금 징수, 카드

 처리까지, Amazon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Amazon의 운송 대행 서비스 셀러들이 재고를

 Amazon의 창고까지만 운반하면 (유료로) 

 판매, 운송, 반품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Amazon이 대행해드립니다.

 추천 아마존 구매자들은 여러분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제품이 추천

 제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Amazon의 Buy Box

Amazon은 고객이 제품 상세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면 

적합한 한 셀러를 선택하여 셀러에 대한 상세 정보를 

Buy Box에 게시합니다. 제3자의 판매율이 매년 꾸준히 

성장한다면, Buy Box는 오늘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셀러들에게 하나의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Buy Box를 차지하는 방법

운송 방법
Amazon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상품 운송이 

판매자와 Amazon 중 누구에 의해 처리되는가 입니다. 

물류비를 포함한 제품 가격

셀러 등급

배송 소요 시간

셀러 Tip

물류비를 포함한 제품 가격은 Amazon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총 금액으로, 미국 내 운송 뿐만 아니라 영국과 유럽 

내 운송 및 부가가치세(VAT)까지 포함합니다.

셀러 등급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 셀러들의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숫자 값입니다.

Buy Box의 가장 간단한 평가 방법은 셀러가 고객에게 

약속한 제품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PRO 셀러”가 아니라면, Amazon은 각 제품 당 

99 센트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40개 이상의 제품들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PRO로 

등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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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Amazon은 제품을 판매하기 쉬울까요?

당연하죠! / Of course! / Bien sûr! / Na sicher! 
/ Ovviamente! / Por supuesto!” Amazon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

 여러분의 제품들이 더욱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수천 만 명의 유럽인들이 Amazon
 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Amazon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Amazon을 통해 여러분의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여러분 또한 Amazon의 원클릭  

 구매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구매 경험을 더욱 

 간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총 5 곳의 유럽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은 유럽 마켓플레이스들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Amazon.co.uk, Amazon.fr, 
 Amazon.de, Amazon.it, Amazon.es 
 어디에서 든 제품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Amazon 셀러 계정으로 전 

 유럽 비즈니스를 관리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판매할지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이 제공하는 엄청난 지원들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mazon 전자상거래 전문 

 지식, 제품 검색 및 결제 기술 등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azon에서 

 제품 판매 시,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Fulfilment by Amazon (FBA), 

 사용량별 과금 방식의 물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운송 서비스와 고객 

 지원 서비스를 현지 언어로 제공해드립니다.

Amazon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mazon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지정된 

달에 82%의 인터넷 사용자가  Amazon에 접속했고 

이탈리아는 81%, 독일은 78.5%.2 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Amazon을 방문하였습니다. Amazon은 작년 1,360
억의 수익을 냈고 지난 지표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기록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3

2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4711/worldwide-amazon-audience-composition/
3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6289/net-revenue-of-amazon-by-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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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

Amazon.com은 계속해서 혁신하며, 제품 홍보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mazon의 Kindle 라인, Amazon Prime 
의 2일이내 배송과 비디오 스트리밍(무료, 대여 및 판매 

조건으로) 등이 그 예입니다. 또 식료품 배송, 예측 배송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배송까지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제품 목록과 수천 명의 제 3의 affiliates의 확장 및 

효율적 이용에 투자하면서 Amazon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 라켓, 스마트 TV그리고 맛있는 멸치와 같이 

다양한 제품 구매가 필요한 고객들은 무료 배송과 당일 

배송은 물론이고 한 장소에서 모든 제품들을 찾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Amazon은 이와 같은 

다양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온라인 쇼핑객들을 위한 

기본 포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격

Amazon은 온라인 재고 확보와 빠른 배송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품을 경쟁사와 

유사하거나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고객 중심

다양한 상품, 폭넓은 선택 범위와 경쟁력 있는 가격들은 

모두 Amazon의 강점들입니다.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능, 

혜택, 정책들을 개선한 것이 Amazon을 이처럼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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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운송

사내 또는 위탁업체 

운송의 경우, 여러분은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인증 받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미국의 셀러라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는 영국으로 운송을 직접 

처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외 운송과 관련된 물류는 두렵고 다루기 힘든 분야입니다.  세금이 미납될 경우, 

여러분의 화물 운송은 몇 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통관을 위해 

유럽의 고유 식별 번호 (EORI)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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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증 받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제품을 운송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지인들 또는 동료들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Google에서 직접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후보 업체와 일대일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며 많은 질문을 하고 참조 리스트를 요청하여 

업체와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직접 물건을 운송하든 물류 제공업체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품이 하나의 Amazon 물류 센터에 

도착하게만 된다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까지, 유럽의 모든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다음은 해외 배송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배터리나 향수를 포함한 위험물 (위험 

물질)들은 국제적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위험 물질을 운송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물류 업체의 도움을 받아 어떤 

항공사가 위험 물질을 운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업체는 적절한 배송 라벨의 

이용 및 필요한 서류작업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송 송송송 송송 송 송송송 송송 

야생 동물 성분, 유제품, 어유 및 물류 업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제품들을 포함한 위험 화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물류 업체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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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되는 화물은 실측 치수와 용적 치수, 2가지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실중량은 화물의 실제 중량입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높이, 너비, 화물의 중량을 곱한 다음 결과 값을 

139로 나눈 “용적 중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값 

중 더 높은 금액을 여러분과 셀러들에게 부과합니다.  

국제 운송 시에는 숫자 형태의 제품 분류 코드 (또는 관세 

코드)에 상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선적되는 제품의 도매 값 역시 기록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체 화물의 가치가 $2,500 미만일 경우, 코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물류 Tip
항상 자체 코드를 포함하거나 관세 코드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면세로 아동 의류를 

선적하였지만 세관에서 VAT가 부과되는 남성 의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운송비에 20%의 

금액이 더 부과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요약하여 말하자면, 인증받은 물류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품을 유럽 전역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려해볼 만한 물류 파트너는 즉시 화물 운송 

견적과 온라인 예약 서비스 및 24시간 항시 지원을 

제공해주는 물류업체인 Frieghto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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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운송 영역이 셀러로부터 창고 물류까지를 포함한다면, 배송, 반품 그리고 고객 지원 서비스의 영역은 

창고에서 고객 경험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대응 서비스의 경우 여러분은 운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 배송 또는 제 3의 제공업체를 고용하거나 Amazon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이 아닌 제 3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으시려면, 본 장의 마지막에 있는 “적절한 파트너사 찾기”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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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들어가기

Amazon을 통해 배송하기

FBA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여러분은 Amazon의 

폭넓고 광범위한 배송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의 상품은 모두 하나의 중앙 창고에 

보관되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 

있는 5 곳의 서로 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유통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구매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매한 제품이 배송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간편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반품할 수도 있습니다. 각 나라는 긍정적인 경험에 

관하여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30일 이내로 무과실일 경우 전액 환불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60
일 교환 정책이 일반적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쟁자의 환불 

정책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지원 서비스 재이용

특히 여러분이 콜센터나 실시간 채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 서비스 시간은 반드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구매자에 맞춰 조정해야만 합니다. 

비록 시간 민감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이메일은 오늘 

날 고객과의 접점을 위한 채널로 선택되곤 합니다. 

의사 소통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전화나 메시지의 

송수신은 여러 언어로 가능해야만 합니다. 또한 

Amazon은 24 시 응답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대에서도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Amazon에서는 정기적으로 구매자의 피드백을 

관리하고 실적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응답 시간이 적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Amazon
에 의해 계정이 정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불 정책 Tip
여러분은 무료 반품(어디에서나), 현지 반송 주소 또는 

최소한 제품을 구매한 국가의 주소를 Amazon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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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정책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민 고객 서비스 직원은 마케팅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원어민들은 번역 소프트웨어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불어를 

모국어로 가진 사람들은 대화에서 가볍게든 정중하게든 

상대방에게 말로써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없다면,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오해와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부정적인 후기 작성 외에도 열악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문제 삼아 여러분의 계정을 정지시킬 

만한 모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만약 여러분이 혼자 환불, 고객 서비스 또는 

번역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구매자가 

가능한한 최고의 고객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파트너사 찾기

인터넷에서 현지 서비스 업체를 찾거나 지인들에게 

추천 받아보세요. 그리고 선택 시에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십시오.

고객 지원 서비스 Tip
적절한 때에 오픈 클레임을 관리하고 노련한 

태도로 응답하여 빠르고 긍정적인 피드백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Amazon에서 

페널티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확실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단 하나의 혹평 조차도 

여러분의 계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Amazon의 포인트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 후기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고객들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가 도움이 되듯이, 나쁜 후기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Amazon은 자체 고객 서비스 

표준을 지키는 셀러들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만족할 만한 고객 서비스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Amazon에 의해 판매 

권한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 요소는 언어입니다.  단지 

Amazon이 현지 언어로 고객 지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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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률

  입소문은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다른 포럼에서 고객들의 

 추천글과 후기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줄 것입니다.

 전문 지식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다양한 수직적 마켓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산업에서  지식을 

 얻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무는 전문 지식 영역의 리더 역할을 합니다.

 인증서

 인증서는 결코 품질을 보장할 순 없지만 서비스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지화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계를 제공해줍니다. 서비스가 

 인증되었는지 (e.g., ISO9001)와 그 시기를

 문의하십시오.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인증받은 

 지 오래될수록 더욱 좋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십시오.

 기술

 모든 업무들은 아마 여러 자원들과 조직들이

 얽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워크 플로우 실행 

 플랫폼이 있다면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자산과 

 업무 추적이 가능하므로 일을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능률적인 

 프로세스와 오류의 최소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 

 저장 등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가격 - 가치의 비

 여러분의 목표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지화된 고객 서비스 또는 번역 서비스는 법적 

 책임 감소, 지원 요청 감소, 제품 수용도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족한 고객들에 의한 

 수익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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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풀필먼트

Amazon의 운송 대행 서비스 (FBA)

셀러들은 FBA를 통해 총 5곳의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위치한 25 곳의 Amazon 운송 센터 중 한 곳으로 제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의 운송 센터는 주요 유럽 마켓플레이스 5곳을 위한 창고 및 백업 보관 장소로 

운영됩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할 경우 Amazon은 가장 가까운 운송 센터에서 배송을 준비하며, 모든 

물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Amazon은 현지 언어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요청, 반품, 

환불을 24시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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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의 광범위한 유럽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되어 고객들의 

배송비를 줄여줍니다. 또한 Amazon 셀러들은 해외 FBA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Amazon Prime 회원들에게는 

무료 배송 혜택이 제공됩니다.

혜택

 전 유럽 범위

 5곳의 유럽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동시에

 제품을 판매해보세요 

 Amazon의 대행 서비스

 Amazon의 우수한 전자상거래 기술과 전문 

 지식의 혜택을 누리세요..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검색/발견/구매 메커니즘                                
온라인 쇼핑객들은 유럽 Amazon에서 제품을 검색할 

경우, 더욱 쉽게 제품을 찾고 간단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Amazon의 원클릭 구매 혁신은 수백 만 명의 

유럽인들에게 편리한 구매 경험을 선사하였습니다. 

환상의 짝꿍:       

Amazon 판매와 Amazon의 운송 대행 서비스   

여러분은 비즈니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Amazon
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Amazon 판매 계정에 Amazon의 운송 대행 서비스를 

적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Amazon 운송 자원, Amazon 
Prime 회원들, 현지 언어의 고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의 운송 대행 서비스                       
FBA는 사용이 간편하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다른 

셀러들에게 추천할만큼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Amazon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FBA
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는 넓고 많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azon은 그들을 충족시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국내에서 물류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가 국제 무역을 처리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혹은 다른 해외 물류 업체를 찾고 

있다면, 주요 항구에 위치한 업체들과 접촉하세요. 예를 

들어 뉴욕과 애틀랜타는 미국 동부 해안, LA는 미국 서부 

해안의 주요 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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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이 고려해볼만한 운송 파트너사들입니다.

 Webinterpret 
 여러분은 Webinterpret을 통해 여러분의

 국제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Zig Zag 
 ZigZag Gloval은 B2B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현지 마켓에서의 소매업체 관리와 반품된 제품의

 재 판매를 도와줍니다.

 XSellco 
 XSelloco는 지원 서비스, 피드백, 가격 책정을

 언제 어디서든, 모든 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pricerExpress 
 RepricerExpress은 여러분의 Amazon 제품의 

 경쟁력을 항시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의 관리와 자동화에 도움을 

 줍니다.

 

 SellerEngine 
 SellerEngine의 주력 상품인 Sellery는 유연한 

 맞춤형 가격책정 을 통해 Buy Box를 차지하고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Branch8
 Branch8은 셀러들에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마켓플레이스의 제품과 주문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체를 선택하던지 간에, 여러분의 상품을 

다루는 회사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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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결제 시장

전세계에서 수익을 올리고, 현지에서 대금을 수령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외 판매의 전문가이자 해외 수익을 더 늘리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선두 업체와 함께 하세요

Payoneer은 전적으로 기업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 개발된 세계적인 해외 결제 플랫폼이자, Amazon이 

신뢰하는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여러분은 Payoneer 가입만으로Payoneer 계정을 통해Amazon의 대금을 

손쉽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과정만으로 계정의 자금을 여러분의 현지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현지 

통화로 즉시 인출 또는 다시 여러분의 사업에 투자하거나 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Payoneer 수령 계정을 Amazon 셀러 Central 계정과 

연결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Amazon 셀러 Central의 유럽 판매 대금을 유로화로 수령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서를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GBP로 Amazon 영국의 판매 대금을 수령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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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 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대금 지불 및 수령 방법: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통화로 대금을 수령하거나 지불하세요.

 잠재적인 수익: 낮은 환전 수수료로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수익을 현지 통화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많은 셀러들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해드립니다.

 다양한 마켓플레이스 목록: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의 고객들을 유치하고 

 세계 모든 Amazon 판매 대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항시 지원 :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다양한 언어로 현지 맞춤형 지원을 

 전세계적으로 즐겨보세요

여러분이 Payoneer를 통해 대금을 수령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할까요?

 Payoneer 계정에서 여러분의 현지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현지 통화 또는 

 외화로 받아보세요.     

 세계 어디에서든 무료로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먼저, Amazon 대금을EUR 또는 GBP 
 통화로Payoneer 계정을 통해 받은 후 

 환전이나 기타 수수료 없이 Payoneer 
 계정에서 바로 중국의 공급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세요.

 Payoneer Mastercard®를 사용해 전세계 

 ATM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온 

 오프라인에서 구매해보세요.     

 Payoneer 계정을 통해  GBP 또는 EUR  

 통화로 조세 당국에 직접 부가 가치세 (VAT)
 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Payoneer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결제 Tip

다른 Amazon 마켓플레이스로 추가 

확장하시게 될 경우에도 Payoneer는  JPY, 
CNY, USD 및 기타 통화들로 대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http://register.payoneer.com/payment-solution-for-sellers-in-usa/?utm_source=selling_europe&utm_medium=ebook&utm_campaign=seller_series_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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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부가 가치세 (VAT)

정의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라면, 반드시 VAT가 등록된 사업의 서비스나 제품 판매에 부과되는 VAT (부가 

가치세)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VAT는 현재 유럽 전역에서 각기 다른 요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제품 분류에 

따라서도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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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자격에 요구되는 VAT 세율과 구매 최저 한도

아래 정확한 금액으로 표시된 표준 부가 가치세율은 

관련 세율 및 최저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VAT 요율은 제품 유형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환급액은 처리 

비용이 부과될 경우, 아래 열거된 요율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Amazon 마켓플레이스 국가들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셀러들은 유럽 

마켓플레이스에 진입하기 전 VAT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VAT 등록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은 약 7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폴란드, 체코 공화국은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받은 VAT 번호는VAT 번호가 등록된 주소와 

함께 셀러 Central 계정에 등록되어야합니다. 

제품이 Amazon 유럽 마켓플레이스 중 한 곳에 

등록되면, “장거리 판매"를 통해 다른 4 곳의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제품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EORI 번호 취득 및 VAT 환급 신청

유럽으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여러분은VAT 
번호와 함께 유럽의 식별 번호 (EORI)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유럽의 세관원은 여러분의 VAT 번호와 

연결된 EORI 번호를 통해 화물을 식별하고 세관에서 

지불한 수입 VAT에 대한 해당 VAT 환급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유럽으로 화물을 선적할 때에는 반드시 VAT 와 

EORI 번호가 모두 사용되어야 하므로 선하 증권에 

두 번호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운송업체를 통해 

확인하십시오.등록 국가의 회계사는 해당 정보를 

통해 VAT환급을 받고 통관항에서 지불한 수입 VAT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VAT Tip

셀러들은 반드시 제품 분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VAT 세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VAT는 

제품의 소매 가격에 포함되며, 제품에 부과되는 

VAT를 과소평가 할 경우 이윤 마진에 좋지않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20% €175.01
독일 19% €25
영국 20% £30

현지 통화의 최저 한도표준 부가 가치세율국가

이탈리아 22% €155
스페인 21% €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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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에 VAT를 등록했다면, 현지 법률에 따라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VAT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러분은 세금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신고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계사와 제 때 VAT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합니다. 송금 결제를 할 

경우, 가급적이면 VAT 신고 마감일의 한 주 전에 세무 

당국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판매

여러분이 특정 유럽 국가의 장거리 판매 허용 

범위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VAT 등록 국가에 

장거리 판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장거리 판매 

제한 금액은 £70,000이며, 독일은 €100,000, 그 외 

유럽 국가들은 €35,000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국에서 VAT를 등록하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장거리 판매를 한다면, 분기별 VAT환급에 

대해 독일은 최대 €100,000까지, 나머지 국가에 대해 

각각 €35,000까지 매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정 국가의 장거리 판매 제한 금액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비 유럽의 온라인 셀러들은 VAT를 등록해야 

합니다. VAT 관련 절차에는 현지 VAT 요율 청구, 

관련 서류 요청과 기한에 맞춘 VAT 신고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AT Tip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로 Payoneer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Payoneer 계정에서 추가 

환전 수수료 없이 바로 VAT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http://blog.payoneer.com/ko/how_to-ko/%EC%A7%80%EB%B6%88%ED%95%98%EB%8A%94-%EB%B0%A9%EB%B2%95/%EC%83%88%EB%A1%9C%EC%9A%B4-%EC%86%8C%EC%8B%9D-payoneer%EA%B0%80-%EC%98%81%EA%B5%AD%EC%9C%A0%EB%9F%BD-vat-%EC%A7%80%EB%B6%88%EC%9D%84-%EB%8F%84%EC%99%80%EB%93%9C%EB%A6%BD%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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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yVAT 
 SimplyVAT.com의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 각

  유럽 마켓에 적절한 VAT 등록 및  환급

  프로세스를 안내해드립니다.

 Carpenter Box 
 영국 최고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Carpenter 
 Box는 여러분의 VAT등록 및 신고와 Payoneer 

 계정을 이용한 VAT 결제를 도와드립니다. 

 VATGlobal 
 VATGlobal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 VAT

 구조, 공급망 및 통관 문제를 도와줄 숙련된 

 전문가 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valara
 Avalara는 전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VAT 관련 의무를 진단하고 

 대행해드립니다.

유럽의 FBA VAT 처리

의 유럽 운송 프로그램의 운송 센터 7 곳 중 

한 곳에 여러분의 제품을 보관되어 있다면, 

공급 지역의 운송 센터에 VAT를 등록하고 VAT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Amazon

의 유럽 마켓플레이스 중 1 곳에 VAT를 등록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장거리 판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VAT 파트너사

유럽 규정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VAT 

파트너사와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은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천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업체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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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는 혁신적인 해외 결제 플랫폼으로 기업, 전문직 종사자, 국가, 통화를 연결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늘날의 국경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Payoneer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해외 결제를 용이하게 하여 수백 

만의 기업, 전문가가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Payoneer을 통해 Amazon 및 수백 개의 전세계 마켓플레이스에 가입하여 여러분의 브랜드를 해외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든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여러분의 수익을 원하시는 

통화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Payoneer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전세계의 Amazon판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해외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자금을 받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넓혀보세요

지금 가입하기

https://www.payoneer.com/ko/
https://services.amazon.co.kr/?ld=ASUSAGSDirect_ASUSAGSHome_T1
https://payouts.payoneer.com/partners/or.aspx?pid=YOYIZC74IO2s4KZQp7tgsw==&utm_source=eBook&utm_campaign=PassportGlobalMarketplaces_KO&utm_conten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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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배부되며, 전문적이거나 사업적인 조언은 제

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간행물에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한 최신 정보이나,  그

것에 관하여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Payoneer는 간행물 내용의 어떤 오

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 지지 않으며, Payoneer의 기업 또는 개인은 본 간행

물에 의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발생된 손실에 대해 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