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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Amazon.com 판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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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의 Amazon에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구조의 Amazon 플랫폼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출이 훨씬 수월하므로 사실상 

여러분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로 진출할 준비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Payoneer는 셀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Payoneer 가이드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Amazon 셀러들에게 

필요한 전략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용한 단계별 

가이드 및 조언들을 살펴보시죠.

본 가이드의 목적상, Amazon USA 독립체를 Amazon.

com으로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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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단연코 Amazon.com일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 온라인 셀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미국 전체 온라인 쇼핑객들의 절반 가량이 

Amazon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Amazon 셀러들에게 마냥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닙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복잡해지는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셀러들이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 나가야만 합니다.

본 가이드는 Amazon 판매에 대해 기본 지식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전자상거래 셀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mazon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Getting started as an Amazon seller”를 검색하여 Amazon에서 제공하는 

링크부터 살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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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com – 최신 동향

Feedvisor의 1,600명의 Amazon.com 셀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Amazon 마켓플레이스 

상태 보고서는 Amazon을 역동적인 마켓플레이스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최신 동향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Amazon 환경에서 

온라인 셀러들이 미국 마켓플레이스로 진출하기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mazon을 통한 높은 판매량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Amazon 판매량이 

전체 전자상거래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가량이 판매량의 

80-100%가 Amazon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mazon 이외의 이용 중인 제품 판매 채널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참여자의 65%가 Amazon에 이어 

eBay를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약 40% 가량은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Sears, Rakuten, Jet, 

Walmart 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0% 미만을 기록하였습니다.

Amazon 판매에서 비롯되는 전자상거래의 수익률

81% - 100%

61% - 80%

41% - 60%

21% - 40%

1% - 20%

46%

20%

14%

11%

9%

다른 채널에서 활동하는 Amazon 셀러의 비율

2%

5%

3%

4%

5%

6%

8%

9%

10%

11%

16%

16%

65%

39%

Other

My own website

Brick & Mortar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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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Amazon 신규 셀러의 수 증가

신규 셀러 수의 증가로 지난 몇 년 동안 Amazon 

셀러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Amazon 판매 활동 기간이 2년 

정도였으며 Amazon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셀러는 18% 

기록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주요 요인은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Amazon의 특성에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mazon 셀러들 중 84%가 1명~5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오직 2%의 기업만이 

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망 

있는” 기업들은 주로 “Fulfillment By Amazon(FBA)”

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대부분의 물류 과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FBA와 다른 

수단에 의한 주문 이행 방식에 관해서는 2 장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on 판매 활동 기간

5 년 이상

1 년 미만

3 - 5 년

1 - 2 년

18%

25%

29%

29%

Amazon 셀러들의 평균 직원 보유수

100 명 이상

6-10 명

1-5 명

51-100 명

11-50 명

1%

1%

7%

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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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셀러들의 대부분은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중소 기업

2017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올해 $250,000 미만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한 Amazon 셀러 수는 무려 72%

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65%) 앞서 언급된 소규모 

신규 셀러들의 전례없는 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성장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2017년 응답자의 28%는 $250,000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36%보다 다소 

하향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Amazon 셀러 

10명 중 1명은 2017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수입을 

달성했으며 이 수치만으로도 Amazon이 최고의 판매 

채널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자사 브랜드의 제품의 판매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명의 응답자 중 1

명은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일반 제품들과 겸해 판매하고 

있으며 약 20%는 자사 브랜드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셀러들의 베스트 셀러 품목: 가정

대부분의 품목을 다루는 Amazon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베스트 셀러 카테고리는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주방용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서적&영화, 

장난감&게임, 건강&개인용품 그리고 의류 및 액세서리가 

각각 약 10%를 차지하였습니다.

셀러들의 주요 Amazon 판매 카테고리

6%
5%
5%

4%
4%

3%
3%

2%
2%
2%
2%
2%

1%
1%

18%
11%

10%
8%
8%

유아용품

보석류, 잔디&정원

차량 용품

휴대폰&액세서리

사무용품

애견용품

미술, 공예품 & 잡화

전자기기

미용제품

기타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액세서리

건강&개인용품

장난감&게임

서적&영화

가정&주방 용품

식료품& 고급 식료품

가정 수리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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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들의 연간 판매액 자사 브랜드 판매

$10,000,000 초과

$6,000,001 - $10,000,000

$2,000,001 - $6,000,000

$1,000,001 - $2,000,000

1%

1%

3%

5%

7%

10%

72%

$500,001 - $1,000,000

$250,000 - $500,000

$250,000 미만

68%

14%

32%

18%  자사 브랜드 
판매하지 않음

자사 브랜드 및 
경쟁 제품 판매

자사 브랜드 
판매

자사 브랜드 
독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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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Amazon 개요

Amazon에 적합한 유형의 셀러는 무엇일까요?

다음 요건들에 충족한다면 여러분은 Amazon 판매에 적합한 셀러입니다.

독특한 제품  티셔츠 디자이너와 같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Amazon에서의 경쟁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틈새 품목 Amazon은 틈새 품목들을 다양하게 다루지 않으므로 Amazon 자체와 경쟁할 위험이 

적습니다.

중고품  Amazon은 리퍼 제품 또는 중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으로 가격에 민감한 쇼핑객들을 

유치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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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신뢰받는 플랫폼 온라인 쇼핑객들은 일반적으로 

덜 알려진 플랫폼보다는 잘 알려진 Amazon에서의 

구매를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재고 관리부터 세금 징수, 

신용카드 처리까지, Amazon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Fulfilment by Amazon Amazon은 재고 보관 뿐만 

아니라, (유료로) 판매 업무, 배송, 반품 심지어 고객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제품 추천 기능 구매자가 여러분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검색하더라도 추천 제품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Amazon의 Buy Box

고객이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Amazon

은 한 명의 셀러를 선택하여 Buy Box를 통해 특정 

제품을 노출 시킵니다. 경쟁 판매처가 해마다 꾸준히 

성장한다면 오늘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셀러들에게 

있어 Buy Box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Buy Box 평가 기준:

고객의 풀필먼트 선택
고객의 주문이 셀러와 Amazon(FBA) 중 누구에 의해 

처리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최종 가격
최종 가격은 Amazon에서 판매된 제품의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셀러 등급

셀러 등급은 제품 구매의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예상 배송 시간
예상 배송 시간은 Buy Box에서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셀러들을 위한 Tip:
Amazon은 각 셀러들에게 판매된 품목 당 $0.99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40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문 셀러로 활동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39.99/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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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에게도 Amazon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다음의 혜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의 제품을 

선보이세요 Amazon.com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한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입니다. 

Amazon은 쇼핑객들의 제품 탐색이 간단하며, 

Amazon의 원클릭 구매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 계정으로 100,000,000명의 잠재 

고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Amazon 

셀러 계정만으로도 판매 제품과 장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지역(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50개의 주 또는 5곳의 거주 지역

(푸에르토리코, 괌, 북 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및 아메리칸 사모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Amazon.com이 제품을 출하하는 100

여 개의 국가들을 활용하여 Amazon.com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쇼핑객 마켓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Amazon의 광범위한 리소스들을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은 전자 상거래에 관한 Amazon의 전문 지식, 

제품 탐색 능력, 결제 기술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과 판매량 증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Fulfillment By Amazon(FBA), 사용량별 과금 

방식의 물류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com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Amazon을 통해 엄청난 수의 잠재고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mazon 미국은 매달 1억 8,300

만 명 이상의 순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1 또한 

2016년 Neilsen 사의 설문조사에서 브랜드 순위 1위로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2

혁신적인 마켓

Amazon은 끊임없이 판매량을 늘리고 고객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Amazon 

혁신의 예로는 Kindle line, Amazon 프라임, 배송보장일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등이 있으며,(무료, 대여 또는 

구매 기준) 음식 배달, 배송일 예측 그리고 드론 배송 

등과 같은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1450/monthly-unique-visitors-to-us-retail-websites/
2 출처: The Nielsen Company’s Harris Poll 2016 RQ® Summary Report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들의 명성에 대한 설문 조사)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1450/monthly-unique-visitors-to-us-retail-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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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Amazon은 재고의 확장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수많은 

업체들과의 제휴에 투자하여 엄청나게 포괄적인 범위의 

브랜드와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다양한 

품목을 쇼핑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무료 배송이나 프라임 

배송 보장일과 같은 혜택은 커녕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품목들을 한번에 찾아보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 보드, 노래방 기기, 외국 식료품을 

함께 구매하고 싶은 경우 여러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Amazon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듯 

Amazon은 많은 온라인 쇼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포털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과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가격

Amazon은 편리한 실시간 재고 정보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일한 제품을 경쟁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ustomer focus

독특한 제품, 폭넓은 선택 범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은 모두 Amazon의 강점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강점은 강력한 고객 중심의 

운영 방식입니다. Amazon은 혁신적인 기능, 혜택, 운영 

방침들을 창의적으로 엮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추천드리는 현지화 파트너사:

판매 최적화 도구를 제공하는 파트너사:

Webinterpret 의 Adaptive Translation System은 

제품 선택과 해외 카테고리에 맞는 제품 설정, 현지 

마켓플레이스의 통화 운용과 운송비 조정 및 모든 조건, 

항목, 제품 소개와 반품 정책의 현지화를 도와줍니다.

Feedvisor 는 대량 판매 셀러들을 위한 우수한 

알고리즘 가격 책정 및 수익 인텔리전스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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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le Scout specializes in identifying the products 
that are most likely to sell, based on its data-driven 
research.

MerchantWords specializes in helping sellers 
match their products to the most commonly used 
search terms.

XSellco 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고객 지원 서비스, 피드백, 

가격 책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Teikametrics 의 도구와 서비스는 트래픽 

및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FBA 비즈니스 

운영의 능률을 높여 줍니다.

Channel Advisor 는 셀러들의 고객 유치, 

운영 최적화, 판매 채널 확대에 도움을 

줍니다.

Jungle Scout 은 데이터 중심의 조사를 

기반으로 판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식별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SellerEngine 의 주력 제품인 Sellery는 

고객 맞춤의 유연한 가격 책정을 통해 Buy 

Box 선점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BQool 은 자동 가격 책정 및 피드백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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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풀필먼트

Fulfillment By Amazon (FBA)

FBA로도 잘 알려져 있는 Fulfillment By Amazon은 셀러들이 Amazon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다중 채널에 소규모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수수료는 제품의 

사이즈와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과 기존 Amazon 셀러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제품의 판매량과 

상관없이, Amazon의 광범위한 물류 능력과 거대한 창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주문 이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FBA는 셀러들의 제품을 자사 창고 내에 보관하며 제품 관리, 배송, 결제, 환불 

및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까지 전적으로 맡아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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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짝꿍: Amazon 판매와 Fulfillment by Amazon

Amazon은 비즈니스 규모와 상관 없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mazon 판매 계정에서 

Fulfillment by Amazon을 신청하면 유명한 Amazon의 

주문 이행 리소스, Amazon Prime 그리고 24시간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다른 수단에 의한 풀필먼트

FBA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고객 중심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셀러들에게 용이합니다. 

하지만 Amazon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FBA

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다수의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으며 Amazon은 이 모두를 수용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풀필먼트가 있고 

미국 마켓플레이스 또한 같은 업체를 이용하길 원한다면, 

먼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마켓 중 하나를 처리할 

만한 능력이 갖춰져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FBA는 모든 주요 쇼핑 카트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제 3의 비즈니스 및 생산성 앱과 

통합하여 운영에 폭넓은 재량권을 제공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FBA를 이용하면 Amazon 브랜드를 활용하여 더 

높은 노출 확률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들

전미국에 걸친 광범위한 접근 범위 50개의 주, 5 

곳의 영토 및 캐나다의 여러 지역으로 한달에 1억 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Amazon을 통한 잠재력 실현 Amazon의 우수한 

전자상거래 기술 및 전문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검색/찾기/구매 메커니즘

Amazon 미국은 온라인 쇼핑객들이 제품을 찾고 

구매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Amazon의 혁신적인 원클릭 

구매 기능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구매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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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미국에 본거지를 둔 주문 이행 업체를 찾고 있다면, 

financeonline.com의 2017년 8월 보고서에서 발표된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려해볼만 할 물류 파트너사는 ZigZag 

Global로, 소매업체들이 현지 마켓에서 반품된 재고를 

관리하고 재판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B2B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선택한 파트너사는 성공에 주요 요인이므로 반드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십시오.

FedEx Fulfillment

Fulfillify

ShipWire

IDS Fulfillment

ShipBob

VelocityShip

RedStag

Ships-a-lot

FulfillmentCompanies

Rakuten Super Logistics

회사명

1

6

2

7

3

8

4

9

5

10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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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배송,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는 모두 창고부터 고객 경험에 이르기까지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들은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제 3의 제공업체나 Amazon을 이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Amazon이 아닌 제 3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고 있다면, 본 장의 마지막 섹션인 “적절한 파트너사 찾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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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알아보기:

Amazon에서 제공하는 배송 방식

FBA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여러분은 Amazon

의 광범위한 배송 능력을 혜택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Amazon은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미국의 

한 시설로 운반된 제품을 공급, 수요, 지역 그리고 비용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전국의 거대한 창고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재분배 시킵니다.

셀러들에게 반품 시

구매자는 제품이 안전하게 제시간 내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간편하게 물건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이나 여러분의 경쟁사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십시오. Amazon에서 발송된 대부분의 

제품들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든 반품이 

가능합니다.

고객 지원 서비스 지원시 주의사항

반품 정책 Tip
Amazon은 제 3의 셀러들에게 미국 내의 반품 주소, 선불 

반품 라벨 또는 제품의 반품없는 전액 환불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콜센터나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 

서비스 시간은 반드시 구매자들의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동서로 Atlantic 

Standard Time (AST), Eastern Standard Time (EST), 

Central Standard Time (CST), Mountain Standard 

Time (MST), Pacific Standard Time (PST), Alaskan 

Standard Time (AKST), Hawaii- Aleutian Standard 

Time (HST), Samoa Standard Time (UTC-11) 그리고 

Chamorro Standard Time (UTC+10) 등 9개의 표준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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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Time

월요일

9/25/2017

3:41 AM

HST

Alaska Time

월요일

9/25/2017

5:41 AM

AKDT

Pacific Time

월요일

9/25/2017

6:41 AM

PDT

Central Time

월요일

9/25/2017

8:41 AM

CDT

Eastern Time

월요일

9/25/2017

9:41 AM

EDT

Mountain Time

월요일

9/25/2017

7:41 AM

M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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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은 오늘날 대부분의 고객들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영어로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mazon은 24시간의 최대 응답 시간을 요구하므로 

여러분은 고객의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매자 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고객들 또한 잃을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부정적인 후기는 이처럼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Amazon은 고객 서비스 준수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Amazon

에서의 판매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로 인한 과제

구어체의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원어민 고객 지원 

서비스 담당자들이 만들어 내는 차이는 상당합니다. 번역 

소프트웨어와 비 원어민이 이 차이를 극복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고객의 오해와 불만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품은 고객은 부정적인 

후기를 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클레임을 걸어 낮은 

서비스 품질로 계정을 정지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는 현지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가능한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지원 서비스 Tip
응답 내용을 맞춤 설정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두고 고객 맞춤의 답변을 설정하는데 

투자하십시오. 고객들은 뻔한 답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객명을 입력하고 메시지에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문의에 응답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미국 마켓으로 첫 

진출하는 셀러들은 실적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단 하나의 부정적인 

피드백조차도 계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Amazon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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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파트너사 찾기

웹에서 현지 서비스 업체를 검색하거나 친구 또는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고려해 보십시오.

성공률      
소문은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를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고객 추천과 

포럼 후기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       
많은 서비스 업체들이 특정 수직 시장을 전문으로 

합니다. 특화 산업에 축적된 지식은 전문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증      
인증은 서비스 문제를 최소화하고 현지화 

품질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업체에 인증 받은 내역(예를 들어 

ISO9001)과 기간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인증 받은 

기간이 길수록 품질 관리 시스템은 더욱 우수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대해 문의해 

보십시오

기술

능률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워크플로우 실행 

플랫폼은 전체 팀원 간의 자산과 업무를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전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치율

여러분의 목표는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닌 최상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현지화된 

고객 서비스나 번역 서비스는 책임 부담이 낮고 지원 

호출이 적으며 제품 허용 범위가 넓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등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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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운송

직접 운영 방식과 외부 위탁 방식

운송 방법에는 직접 운영 방식과 검증된 물류 업체를 이용하는 외부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국 회사라면 미국과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운송 

방식으로 운송을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운송과 관련된 대다수의 물류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화물 운송 업체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통관 대행 업체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최적의 

요율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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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증된 물류 제공업체에 의한 운송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지인이나 동업자의 추천을 받거나 Google

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업체와 일한 경험이 

있거나 해당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물류 업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전에 고려 

중인 업체들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여러 궁금점들을 

질문하며 최소 3곳 이상의 추천서를 요청하신 후 결정을 

내리십시오!

직접 운송을 관리하든 물류회사를 통해 진행하든지와 

상관없이, 제품이 미국 내 Amazon 물류 센터에 

도착하게 되면 바로 50개의 주나 캐나다의 일부 

지역으로 발송됩니다.

고려 사항 

다음은 Amazon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셀러들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들입니다.

개별적인 풀필먼트 서비스 선택 시

다음 프로세스에 따라 미국으로 제품을 선적하십시오.

1. 국제 운송사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을 수출업자로 기재하세요.

3. 운송사는 통관 대행업체의 역할을 합니다.  

(운임 청구서 상의 조건에 따름) 모든 요금 징수는 

운송사의 책임입니다.

4. 미국 고객들의 기대치를 관리하세요.  

운송 시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셀러 프로필에 “

운송 출발지”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십시오.

국제 운송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 크기와 무게

• 배송 시간

• 출발지와 도착지

관세와 세금 역시 운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FBA를 

이용하더라도 Amazon 물류 센터에 도착한 제품에 

미납된 관세가 있을 경우, 제품은 수출업자에게 

반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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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ment by Amazon (FBA)

해외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Fulfillment by Amazon (FBA)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FBA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을 미국 내 Amazon 물류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FBA는 전세계의 모든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미국 고객들에게 현지 경쟁 

업체와 동일한 주문 이행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BA가 

제공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운송 시간을 줄여 현지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배송 

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Amazon에서 영어로 반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Amazon 셀러 계정을 만드신 후 FBA를 신청하십시오. 해당 

작업을 완료하면, Amazon의 Seller Central에 접속하여 더 

자세한 정보, 도움말, 팁 및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미국의 Amazon 물류 센터로 보내세요. 다음 

출발지의 수출업자와 도착지 미국의 수입업자를 본인으로 

기재하세요.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에서 부과하는 수입세, 

관세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수수료 등이 여러분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Amazon 물류 센터에 

도착한 화물이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반송 

처리됨을 유의하십시오.

다음은 해당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Seller Central에 제품 목록 작성

수입업자가 본인으로 기재된 상업 송장 
준비

통관 대행 업체 선택(운송 업체에서 제공 
가능)

제품을 관련 시설이나 창고에서 출발지 포트로 
출하

제품의 수출 통관 수속 진행

지정된 미국 포트로의 운송을 위해 항공사에 
제품 인계

도착지 포트로 제품 운송 후 제품 인계

제품의 미국 수입 통관 수속 진행

운송 업체를 통해 제품을 Amazon 물류 센터로 
이송

1

6

2

7

3

8

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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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세금에 관한 요구사항을 비롯한 미국 관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에 의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세관과 국경 보호국

(CBP)은 수입업자에게 어떠한 라이센스나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미국 농무부(USDA), 식품 의약품국

(FDA),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와 같은 기관들은 

수입 제품에 따라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www.usda.gov, 

www.fda.gov, www.cpsc.gov, www.cbp.gov.

세관

상업 운송업자를 통해 미국에 도착한 제품들은 모두 

수입업자 (IOR)에 의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통관 대행 업체가 수입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관 법률에 의하면, 공인된 통관 

대행 업체만이 수입된 제품의 통관을 비롯한 여러 통관 

문제를 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BP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통관 대행 

업체로서 수입업자를 대표하여 필요한 통관 수속을 

준비하고 신고하며, 관세를 지불하고 CBP 관리 하에 있는 

제품을 수령하는 등 모든 통관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대행 업체와 서비스 내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통관 대행 업체를 찾는다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의 Ports 섹션을 

확인하십시오. 수입하길 원하는 주 정보를 선택한 후 

도시를 클릭하고 도시 정보 아래에 있는 “대행 업체 목록”

에 관한 링크를 찾으십시오.

물류 Tip
타사 공급업체 여러분, ‘선불’ 또는 ‘FOB 조건’은 고객까지의 

배송이 아닌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때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니 유의하십시오.

제품 운반과 관련된 요구사항과 더불어 Amazon 

물류 센터로 제품을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 Amazon 도움말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s://www.usda.gov
https://www.fda.gov
https://www.cpsc.gov
https://www.cbp.gov
https://www.cbp.gov/contact/ports?ld=NSGoogle_ASUSAGSTaxes
https://www.cbp.gov/contact/ports?ld=NSGoogle_ASUSAGSTaxes


26

미국 비거주 수입업자의 자격 요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미국 비거주 IOR를 통해 

반입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비거주 IOR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미국에 거주한 대행 업체 이용 :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IOR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관련 서류를 대신하여 수령할 미국에 거주한 대행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IOR들은 현지의 통관 대행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둡니다. 택배 업체(DHL, 

FedEx, UPS)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관세사를 통해 제품을 

통관시킵니다. 관세사들이 청구하는 서비스 비용에 

관해서는 면담을 통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본드(customs bond) 구매: 

세관 규정에 따르면 다음 2가지의 이유로 IOR은 미국 

거주의 보증 회사가 보장하는 수입 통관 본드(또는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1. IOR이 관세를 체납할 경우 세관은 본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IOR은 다음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세, 세금 및 수수료 납부할 것

• 기간 내 통관 수속 완료할 것

• 요청 서류 작성 후 수입에 대한 증거로 5년 간 

관련 서류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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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인가된 보증회사 목록을 보관하며 

일반적으로 IOR에게 관세를 비롯해 발생되는 기타 

비용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실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본드와 관련 서류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통관 본드는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보증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 

목록은 Treasury'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s websit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세사들은 위임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본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가 받은 

보증인으로부터 본드를 구매하는 대신 담보를 

맡기고 본드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IOR 번호 취득: 관세사들은 IOR 번호 발급이나 CBP 

서식 5106을 작성하고 서식을 다른 통관 수속들과 

함께 CBP 통관 부서에 신고하여 수입업자 번호 

배정을 도와줍니다

제품 규정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입 금지나 제한이 있는 품목을 주의 

깊게 살펴 보십시 

다음은 추천 운송 파트너사들입니다.

• Freightos 는 운임, 온라인 예약 및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줍니다.

• ECMS Express 는 중국과 미국간의 믿을 수 있는 직항 

선적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https://www.fms.treas.gov/c570/c570.html
https://www.fms.treas.gov/c570/c5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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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제 환경

전세계에서 수익을 올리고, 현지에서 대금을 수령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국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셀러이므로 해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결제 플랫폼과 함께 하세요

Payoneer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외 결제 플랫폼으로 전적으로 기업과 전문가들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Payoneer는 Amazon의 신뢰를 받는 결제 제공업체로 Amazon Seller Central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Payoneer 계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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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에 가입하여 Amazon 지불금을 Payoneer 

계정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여러분은 또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현지 통화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비즈니스에 다시 투자하거나 

공급업체에 대금으로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여러분의 Payoneer 수령 

계정을 Amazon Seller Central 계정에 연결하십시오. 

Amazon Seller Central 판매에 대한 수익을 USD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서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Ie0ELx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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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대금 지불 및 수령 방법: 간단하고 빠르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통화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익 잠재력: 판매대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현지 통화로 받아볼 수 있으며, 판매대금이 

많은 셀러들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 마켓플레이스와의 협력 관계 : 세계 최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과 만나고 글로벌 Amazon의 

전체 판매 수익을 한 곳에서 받아보세

Payoneer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지 통화로 Payoneer 계정에서 현지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세요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해 보세요.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mazon으로부터 USD로 

대금을 수령하면 Payoeer 계정에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환전이나 수수료 납부 없이 타 국가, 

예를 들어 중국, 공급업체에 대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ATM기기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온라인 및 매장 내 구매시 결제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Payone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결제 Tip

Payoneer는 Amazon 및 여러 해외 마켓플레이스로 진출하는 

셀러들에게 JPY, CNY, EUR, GBP, CAD, AUD 등 다양한 통화를 

제공해 드립니다.

http://register.payoneer.com/get-paid-by-client-and-companies-worldwide-kr/?utm_source=ebook&utm_medium=crm&utm_campaign=how_to_amazon.com


31

Chapter 6: Taxes

개요

미국 국세청 (IRS)은 비 미국 납세자들에게 미국 세금 보고 요구 면제를 위해 Amazon에 W-8BEN 서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셀러들은 Amazon에 납세자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든 전문 셀러들

* 판매량과 상관없이 연간 50건 이상의 거래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셀러들

미국 셀러 계정을 등록하면, W-8BEN 서식을 작성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인터뷰 과정을 

통해 Amazon에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양식은 Seller Central의 Settings > Account Info > 

Business Information > Legal Entity > Launch interview wizard (로그인 필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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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의 세금 징수 정책

Amazon 세금 징수 정책은 여러해 동안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Amazon이 운영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세 및 부가가치세는 전국적으로 균일하며 

Amazon은 이를 모든 고객들에게 징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주 및 지방 판매세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의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셀러들이 “판매세 넥서스”가 있는 

주에서 구매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

세금 Tip 참고). 판매세 넥서스는 셀러가 해당 주에 

사업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년에

Amazon은 5개 주에 한해서만 판매세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현재는 주 판매세가 있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그리고 오리건주는 

주 판매세가 없기 때문에 Amazon은 해당 5개의 주에는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세금은 고객의 우편 주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 미국 거주 셀러들이 세금을 능률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미국 세무 당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미국 비거주 셀러들을 위해 미국 판매세 준수에 

관한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TaxJar가 공유한 미국 

비거주 셀러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고용주 식별 번호 (EIN) 취득 – 납세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즈니스 식별 번호

2. 지불 방법 설정 (추천 지불 방법은 제 5장을 

참고하십시오)

3. 판매세 넥서스가 있는 주에서 판매세 허가를  

취득할 것

4. Amazon이 대리인으로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판매세 징수 설정 정의

판매세 넥서스 규정, 판매세 의무 및 관련 사항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세요.

세금 Tip

”판매세 넥서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해당 주에 사업적 연관이 있는 셀러의 경우 판매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적 연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Amazon FBA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재고를 보관하는 Amazon의 물류 센터가 위치한 주에 

여러분의 “넥서스”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 외 요소로는 

계열사, 직원 또는 창고의 위치가 있습니다.

https://blog.payoneer.com/ko/%EC%98%A8%EB%9D%BC%EC%9D%B8-%EC%85%80%EB%9F%AC/%EC%9C%A0%EC%9A%A9%ED%95%9C-%EC%A0%95%EB%B3%B4/%EB%AF%B8%EA%B5%AD-%ED%8C%90%EB%A7%A4%EC%84%B8-%EC%9E%90%EC%84%B8%ED%9E%88-%EC%95%8C%EC%95%8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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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파트너사

셀러들에게 있어 미국의 판매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셀러들을 위해 미국 

세금 신고의 자동화를 지원해 주는 TaxJar을 파트너사로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1월 1일자 미국 주와 평균 지방세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도시, 지역 그리고 지방 단체별 세율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평균 지방세 징수율을 산출하기 위해 인구에 따라 편중됩니다. 주 정부 

차원에서 다음 3곳의 주는 의무적으로 주 전체에 적용되는 지방 부가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California (1%), Utah (1.25%), Virginia (1%), 우리는 

많은 서비스들을 포함해 이와 같은 폭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해당 표에서는 Montana 현지 휴양지의 판매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alem 지역은 주 전체에 적용되는 판매세율 대상이 아니며, 3.4375%의 지역 세율을 징수합니다. New Jersey의 평균 지역 지수는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출처: Sales Tax Clearinghouse, Tax Foundation calculations, State Revenue Department의 웹사이트

복합 판매세율

높음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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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 여러분,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보세요!

지금 가입하기

Payoneer는 혁신적인 해외 결제 플랫폼으로 기업, 전문가, 국가와 통화를 연결하여 글로벌 상거래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디지털 세계에서 Payoneer는 원활한 해외 결제 수단의 개발로 수백 만의 기업 및 

전문가들과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잠재 고객을 이어줍니다.

Payoneer를 통해 전 세계의 Amazon을 비롯해 수백 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해외 고객들에게 알려 

보십시오.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이용하여 보유하신 통화로 

간편하게 수익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Payonee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mazon 글로벌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https://payouts.payoneer.com/partners/or.aspx?pid=YOYIZC74IO2s4KZQp7tgsw%3D%3D&utm_source=eBook&utm_campaign=Guide_Amazon_EU&utm_content=SU
http://register.payoneer.com/receive-amazon-earnings-to-korea/?utm_source=ebook&utm_medium=crm&utm_campaign=how_to_amazon.com
https://services.amazon.co.kr/?ref=as_au_en_header_kr-flag&ld=ASUSAGSDirect_ASUSAGSHome_T1
http://register.payoneer.com/receive-amazon-earnings-to-korea/?utm_source=ebook&utm_medium=crm&utm_campaign=how_to_amazon.com
https://services.amazon.co.kr/?ref=as_au_en_header_kr-flag&ld=ASUSAGSDirect_ASUSAGSHome_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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