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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더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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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는 여러분과 전 세계의 우수한

마켓플레이스들을 연결하여 여러분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빠른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각 마켓플레이스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 

절차, 배송, 결제 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수한 마켓플레이스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 참고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클릭 몇 번만으로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신규 고객들을 확보해보십시오.

서론



개요

www.payoneer.com

판매자

분류 시스템:

가격, 높은 가격 순, 인기순, 키워드별, 판매 순위, 후기 순위

https://services.amazon.com/selling/pricing.html수수료 페이지: 

제품 상위 노출 방법: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거나, 판매량이 증가되면 제품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류,  운송/배송 대행

914억 3천만달러1995년 설립일: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   신용과 신뢰 – Amazon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및 지원 – Amazon은 재고 추적부터 세금 징수 신용 카드 

    처리까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   Amazon의 배송 대행(FBA) – 셀러들이 Amazon의 창고로 재고를

    운송하면 그곳에서 Amazon은 판매, 배송 대행, 반품 그리고 고객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제품 추천 – Amazon의 구매자들이 여러분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검색하더라도 추천 구매로 여러분의 제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연간 리테일 판매액: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어, 폴란드어

사이트 상 지원 언어 (구매자의 경우):

180개 국 이상, 11 곳의 마켓플레이스이용 가능한 국가: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어, 포르투갈어

사이트 상 지원 언어 (판매자의 경우):

구매자

판매 형태: 웹사이트 및 앱

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가능하며, FBA 또한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 창고의 위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일본, 스페인,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싱가폴

Amazon Prime 대상

있음 정액제 배송:

있음 중량 기반 배송:   

무료 배송: 

https://www.payoneer.com/
https://services.amazon.com/selling/pricing.html


연락처

반품 정책

www.payoneer.com

결제

대금은 14일 마다 셀러 계정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됨

결제 처리 기간:

현지 은행 송금 (ACH/SEPA) 또는 Payoneer와 같은 

제 3의 결제 솔루션

지원 가능한 결제 방식:

스토어 중단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Amazon Seller Central 페이지에서

(Seller Central>Performance>Performance Notifications>

Location Suspension Notice>Appeal)

www.amazon.com

등록 조건:

미국 마켓플레이스:

이메일 주소, 유효한 신용카드, 핸드폰 번호,

세금 정보를 위한 단계별 온라인 인터뷰

유럽 마켓플레이스:

이메일 주소, 유효한 신용카드, 핸드폰 번호,

 세금 정보, VAT (가입시에는 요구되지 않으나 판매 시 요구됨)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 개인, 개인 사업자, 기업

있음우편 주소 입력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http://paynr.co/amazon_customerhelp
미국의 배송 대행 요구사항:

구매자의 반품 과정:

제품 별로 적용되는 반품 정책이 다르므로 상세 정보는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http://paynr.co/amazon_returnflow

배송비 지불인:

판매자/구매자 – 정확한 정책은 제품마다 상이함 

택배/우편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판매자 등록

https://www.payoneer.com/
https://www.amazon.com
http://paynr.co/amazon_customerhelp


개요

www.payoneer.com

2천 만 이상 월별 트래픽 (웹사이트): 

2백 만 이상이용자 수:

2011년설립일:

사이트 이용 가능 국가: 미국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영어 

판매자 대상 지원 언어:

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불어

판매자

구매자

자동차, 의류,  전자 제품 및 관련 액세서리류, 

건강 및 미용, 가정용품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상위 구매 지역: US

평균 구매액: $5-10

제한된 카테고리:

판매 형태:

웹사이트 앱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중국 & 미국상위 판매자 위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자동차, 의류,  전자제품 및 액세서리류,

건강 및 미용용품, 가정용품

•  위조 제품

•   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단 복제가 금지되는 제품 

    (판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

•   서비스: 새로운 유형의 물리적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서비스

•   가상의 제품 및 디지털 제품 (유형의 제품이 아니거나 전자적으로만     

    배송 가능한 제품)

•   물리적이거나 디지털 방식의 기프트 카드

•   주류

•   담배와 그 밖의 전자 담배를 포함한 유사한 담배류

수수료 페이지:

Wish에서는 가입과 스토어 설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Wish는 판매 제품 목록 생성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며 여러분과 Wish 간의 합의에 따라, Wish는 판매된 제품

판매액의 일정 퍼센트 또는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https://www.payoneer.com/


www.payoneer.com

물류, 운송/배송 대행

판매자 등록

사이트에 등록 가능한 대상

제한된 셀러 지역: 없음

개인 기업

반품 정책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위시 리스트 추가, 친구와 공유하기 그리고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셀러의 제품 목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고객의 맞품형 제품 검색

피드 상에 제품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제

월 2회

결제 처리 기간:

Payoneer
지원 가능한 결제 방식

www.wish.com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위시 리스트 추가, 친구와 공유하기 그리고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셀러의 제품 목록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고객의 맞품형 제품 검색

피드 상에 제품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없음해외 창고 유무:

가능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Wish 는 셀러들에게 1-3일 내로 주문을 이행하고 믿을 수 있는

배송 업체를 통해 제품을 배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송 정책:

https://www.payoneer.com/
https://www.wish.com


www.payoneer.com

판매자

개요

구매자

26-35 세
55% 남성

45% 여성

가정용품, 건강 & 미용제품,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유아용품 & 의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제한된 카테고리: 

현지 관세 정책에 따름

10,000명 이상

없음

등록된 셀러 수:

수수료 페이지:  

분류 시스템:
가격, 순위, 관련도, 할인, 배송 시간순

유료 순위 등록 옵션:  없음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 사항: 

수익 공유:

중국상위 판매 자 위치:  

없음

판매 형태:   웹사이트 및 앱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설립일: 2012년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영어, 태국 및 인도네시아어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판매자의 경우: 

영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이자 판매 마켓플레이스

Lazada는 고객들에게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한 간편한 쇼핑 

경험을 제공

후불제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 방식

광범위한 고객 지원 서비스와 무료 반품 서비스

소매 업체와 셀러들은 하나의 판매 채널을 통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6개 국의 약 5억 5천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접근가능

https://www.payoneer.com/


판매자 등록

반품 정책

물류,  운송/배송 대행

없음해외 창고 유무:

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이용 불가

Lazada Global Shipping (LGS) 솔루션은 중국, 

한국 그리고 홍콩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셀러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없음(Lazada는 셀러들에게 서비스 표준 

요율표를 제공드립니다.)

정액제 배송: 

있음무료 배송: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기업

제한된 판매 지역: 없음

없음기타 등록 요구 사항:  

www.lazada.com

결제 처리 기간:  매주

Payoneer지원 가능한 결제 방식:

결제

각 지역마다 해당 Business Development Manager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 위치한 셀러들의 경우, Lazada Cross Border 

팀이 채널이 되어드립니다.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의 국가 목록:

파트너 지원 센터: www.lazada.com/partnersupport

스토어 중단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www.payoneer.com

구매자의 반품 과정:

- 온라인 반품 신청서 작성 & 운송장 인쇄

- 제품 포장 & 상자 겉면에 운송장 부착배송 파트너사에게 제품 전달

- 환불 처리

연락처

배송비 지불인:

Lazada 배송 파트너사에 제품 전달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오배송 및 배송 실패에 대해 구매자/셀러에게는 

어떠한 추가 요금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https://www.payoneer.com/
https://www.lazada.com
www.lazada.com/partnersupport


개요

구매자

www.payoneer.com

판매자

18-25세 - 대부분 여성

평균 구매자:

2015년 설립일:

영어, 바하사, 태국어, 중국어 번체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셀러들을 위한 무료 커미션 및 배송 보조금 지원

사이트의 지원 언어(구매자 및 판매자 대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20M+판매자 등록:

40%연간 성장률: 

분류 시스템: 가격, 셀러 후기, 배송 속도별

200명의 해외 셀러 & 현지 셀러등록된 셀러 수: 

심천, 상하이, 광저우

판매자 위치 3곳:

없음수수료 페이지: 

유료 상위 순위 설정의 제공 여부: 없음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 사항: 

웹사이트 및 앱판매 형태: 

수익 공유:  없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상위 구매 지역:

$5 - $20평균 구매액:

유아용품, 의류,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건강 & 미용제품, 가정용품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https://www.payoneer.com/


결제

연락처

판매자 등록

반품 정책

물류, 운송/배송 대행

구매자의 반품 과정:

국가별로 반품 과정이 상이함

우편,셀러가 직접 픽업,무료 반품

운송비 지불:

구매자 또는 판매자

반품 방법:

www.payoneer.com

없음해외 창고 유무: 

가능, 추천함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없음

없음정액제 배송:  

무료 배송: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개인 개인

제한된 셀러 지역: 있음, 중국 & 홍콩 판매자만 허용

없음결제 처리 기간: 

있음, 다량의 재고량 확보할 것그 밖의 등록 요구 사항:

월 2회

결제 처리 기간: 

Payoneer
지원 가능한 결제 방식: 

상점 종료 이후 이용 가능한 연락처:

주요 계정 매니저 또는 고객 지원팀

담당 주요 계정 매니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신규 셀러들을 위한 전용 연락처:

베트남, 필리핀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의 국가 목록: 

www.shopee.com

https://www.payoneer.com/
https://shopee.com


개요

가정용품,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www.payoneer.com

판매자

1-2천만 이상

구매자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tarifs/수수료 페이지:

무기, 의약품, 마약류제한 카테고리: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tarifs/수익 공유: 

판매 형태:

웹사이트 앱

9500 (2016년 7월부터) 등록된 셀러 수: 

중국 & 미국 상위 판매자: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 사항: 

어떤 제품이 먼저 노출되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보유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nos-offres/
augmentez-votre-visibilite/

있음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연간 성장률: 18.9% (2014년 – 2015년)

2천 만 이상월별 트래픽 (웹사이트):

월별 판매량: 

1998 년 회사 설립일:

2011년마켓플레이스 설립일: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프랑스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불어 

판매자 대상 지원 언어:  

불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프랑스에서 두번 째로 규모 큰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

Cdiscount 고객은 전체 온라인 쇼핑객의 1/3을 차지함

물류,다국어 지원 등 셀러를 위한 서비스 준비 및 진행중

추가 수수료 없는 고객 결제로 판매량 증가 및 가속화 

https://www.payoneer.com/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tarifs/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tarifs/
http://marketplace.cdiscount.com/en/nos-offres/augmentez-votre-visibilite/


결제

연락처

물류, 운송/배송 대행

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택배/우편

www.payoneer.com

있음, 사용 언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의 국가 목록: 

판매자 등록

반품 정책

월 3회, 5일, 15일, 25일

결제 처리 기간:

셀러는 Payoneer를 통해 가상의 유로화 은행 계좌로 수령

지원 가능한 결제 방식:

www.cdiscount.com

프랑스 (300,000 sqm) 해외 창고 위치:

가능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셀러들은 자체 배송 정책을 채택할 수 있음배송 정책: 

배송 대행 이용 요구사항: 없음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기업

세금 번호 필수 여부 (미국):  현재는 필요 없음  (2017년 1월)

그 밖의 등록 요구 사항 :

판매자는 전문 업체여야만 하며, 개인 판매자는 허용되지 않음

제한된 판매 지역: 없음

https://www.payoneer.com/
https://www.cdiscount.com


개요

www.payoneer.com

판매자

구매자

수수료 페이지:

있음, 계정 개설시 이용 가능함

3000 명

50/50

등록된 셀러 수: 

셀러의 성비:   

수익 공유:  

미국 & 아시아 상위 판매자 위치:

없음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2천 만 이상월별 판매량: 2011년설립일:

약 5백 만-2천만 사이트로 유입되는 대략적인 월별 트래픽: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판매자의 경우: 영어

셀러 중심의 방식

모바일 앱 & 웹사이트 전면에 모든 제품 노출

80% 이상의 판매율로 재고가 빠르게 회전 각 플랫폼들이 경매 

방식에서 벗어날 때, Tophatter은 현대의 쇼핑객들을 위해 더욱 

빠르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경매 방식을 재개발하였습니다.

셀러를 ‘파트너’로 여깁니다. Tophatter 팀은 셀러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비즈니스의 시작을 지원하고 주 당 

500-5,000개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의류,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건강 & 미용제품, 가정용품, 
신발 & 핸드백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100만

$21-50

월 평균 구매자 수:

평균 구매액: 

웹사이트 및 앱판매 형태: 

36-45세

90% 여성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상위 구매 지역 5곳: 

https://www.payoneer.com/


반품 정책

www.payoneer.com

물류, 운송/배송대행

결제

없음해외 창고 유무: 

가능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없음

가능 (셀러는 배송 방식 선택 가능)정액제 배송:

무료 배송:  

최소 20 SKUs

유료 우선 노출방식:  있음

있음, 판매된 제품 당 커미션이 부과됨
수익 공유: 

있음기본 디스플레이 설정: 

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 사항:

판매자 등록
월 2회결제 처리 기간: 

이용 가능한 결제 방식:

미국

은행 계좌
또는 PayPal

아시아 유럽

or PayPal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있음필수 우편주소 입력 요구사항:

개인 기업

택배/우편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구매자의 반품 과정:

구매자의 반품 요청시 비용은 Tophatter에서 부담하며, 

제품이 안내된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셀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세금번호 필수 여부(W9신청서): 없음

셀러들은 반드시 1-2일 내로 물건을 배송해야 합니다.

미국의 배송 대행 요구사항: 

없음, 셀러들은 가입 후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등록 요구사항:

https://www.payoneer.com/


www.payoneer.com

연락처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의 국가 목록 &

높은 수익을 올리는 신규 셀러들을 위한 전용 연락처:

아시아

Elsa Zhang: elsa@tophatter.com 

미국 & 유럽

Scovil: malcolm@tophatter.com

www.tophatter.com

셀러들의 필독 사항

Tophatter의 베스트 셀러 아이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판매 상위 카테고리에는 보석류,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액세서리 그리고 그 밖의 충동 구매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위해 혹은 친구 및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나 

특별 할인 행사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또한 

Walmart/Asda, QVC, 홈쇼핑 네트워크 그리고 유사한 

스토어들에서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

충동 구매 제품의 가격 범위는 최대 £1O - £40까지 있습니다. 

가장 많은 SKUs는 팔찌, 반지, 핸드백, 드론, 스마트 시계, 신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들입니다.

주당 한 주에 예상 되는 판매량은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신규 셀러들은 테스트로 일부 제품만을 플랫폼에 
판매합니다. 첫 판매에 50-100 SKUs 정도를 등록한다면, 상당한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셀러들은 처음 1-2개월 간은 매주 100-1,000개의 정도의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상위 셀러들은 주당 5,000-10,000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높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upport@tophatter.com
스토어 중단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https://www.payoneer.com/
https://tophatter.com


General

www.payoneer.com

판매자

분류 시스템: 가격, 셀러의 성과순

5000 명등록된 셀러 수:  

중국 & 미국상위 판매 자 위치: 

수익 공유:

없음. 판매자가 각 판매 아이템에 수수료 지불

무기류 & 의약품제한된 카테고리:   

유료 순위 등록 옵션: 없음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사항: 

웹사이트 또는 앱판매수단: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스페인어

판매자의 경우: 

스페인어&영어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B2C 플랫폼

2천만 이상사이트로 유입되는 월별 트래픽:  

2012년 설립일:

30%연간 성장률: 

구매자
물류,  운송/배송 대행

마이애미( 2017년)해외 창고 위치: 

가능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없음

없음정액제 배송: 

무료 배송:  

의류,전자제품 및 액세서리류, 가정용품 및 스포츠용품

인기 판매제품 카테고리:

멕시코 시티, 보고타, 산티에고,

리마,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위 구매 지역: 26-45 세

60% 남성

40% 여성

https://www.payoneer.com/


연락처

셀러들이 알아야 할 점

결제

이용 가능한 결제 방식: Payoneer & 송금

월 2회결제 처리 기간:  

www.payoneer.com

판매자 등록

반품 정책

제한된 판매 지역: 없음

없음

우편 주소 입력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합법적으로 등록된 회사

필수, 하지만  W9 신청서는 요구하지 않음

그 밖의 등록 요구사항:    

배송 대행 요구사항 (미국): 

세금 번호 필수 여부 (미국):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기업

구매자의 반품 과정:

15일 동안 제품 보증, Linio의 창고로 제품이 반품되면 QC

 검증 후 셀러에게 반송됨

.배송비 지불인:  판매자

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택배/우편

www.linio.com

스토어 중단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담당 계정 매니저

해외 셀러들을 위한 전담 온보딩 매니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신규 셀러들을 위한 전용 연락처:

   Linio는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서 우수한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로써 입지를 굳히며,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거래 혁명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eMarketer에 의하면, 온라인 소매업 성장률이 미국이 14%, 서유럽이 13%

인데 반해 라틴 아메리카는 2015년, 2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의 주요 성장 동력에는 모바일 채택의 급격한 성장, 

라틴 아메리카의 2억 2천만 인구(지역 인구의 36%), 모바일 브라우저 및 

앱을 통한 주기적인 접속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휴대전화 사용자 수는 2015년 17.6%까지 증가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45%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Linio의 주문의 약 

1/3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업의 성장 요인은 여전히 주목할 만 합니다: 세계의 선진 경제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온라인 소매업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inio와 같은 고객 중심적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대규모의 고객 유입과 엄청난 

거래 규모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payoneer.com/
https://www.linio.com/sell-in-latinamerica


개요

www.payoneer.com

구매자

판매자

36-45세

70% 남성, 30% 여성

자동차, 가정용품,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장난감 & 스포츠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이용 가능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싱가포르, 호주 및 뉴질랜드

구매자 대상 지원 언어: 

영어 & 스페인어

판매자의 경우:

영어, 중국어 & 한국어

2천 만 이상 월별 트래픽 (웹사이트): 

2천 만 이상월별 판매량:   

2001년 설립일:

40%연간 성장률: 

뛰어난 온라인 기술

구매자들을 위한 고객 후기 (제품에 관한 모든 정보 포함)

셀러들은 여러 물류 프로그램 활용 가능 

인기 있는 “Newegg 운송” 프로그램을 통해 셀러들은 

Newegg의 배송 대행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여러 카테고리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판매를 업데이트 받음

수익 공유 :
없음

가격, 셀러 후기, 추천 제품, 브랜드, 

베스트 셀러 제품, 후기 수, 셀러별. 

분류 시스템: 

있음, 커미션 

https://promotions.newegg.com/marketplace/
contentpolicy/ContentPolicy.html#Prohibited

제한된 카테고리:

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사항: 

웹사이트 및 앱판매 형태:

www.newegg.com/sellers수수료 페이지:

10,000명 이상등록된 셀러: 

https://www.payoneer.com/
https://promotions.newegg.com/marketplace/contentpolicy/ContentPolicy.html#Prohibited
www.newegg.com/se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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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국, 영국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의 국가 목록: 

Newegg seller services: https://www.newegg.com/sellers/index.
php/contact/?ContactReason=General_Inquiries

스토어 중단 시 이용 가능한 연락처:

카테고리 관리 팀

높은 수익을 올리는 신규 셀러들을 위한 전용 연락처: 

물류,  운송/배송 대행

판매자 등록

중국해외 창고 위치:

가능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없음무료 배송:  

없음정액제 배송비: 

필수

사업자 등록증, W8/9

세금 번호 필수 여부 (미국):  

배송 대행 요구사항 (미국):

셀러는 72시간 이내에 주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긴급 

배송 방법 또한 제공해야만 함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제한된 판매 지역: 없음

그 밖의 등록 요구사항:  

기업 

반품 정책

배송비 지불인: 셀러/구매자 

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택배/우편

구매자 반품 과정: 최소 30일간 반품 정책 적용

셀러들의 필독 사항

연락처

결제

예비 셀러들은 셀러들을 위해 고안된 다양한 마케팅 및 판매 

계획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Newegg는 비즈니스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물류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담당 마켓플레이스 팀과 상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15일 주기, 매주 지불

결제 처리 기간: 

Payoneer, 송금/ACH/PayPal
이용 가능한 결제 방식: 

www.newegg.com

https://www.payoneer.com/
https://www.newegg.com
https://www.newegg.com/sellers/index.php/contact/?ContactReason=General_Inqu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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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36-56+ Y.O
52% 남성, 48% 여성

프랑스 거주

서적, 가정용품, 전자제품 & 액세서리류, 신발 & 핸드백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카테고리:

구매자

없음수익 공유:  

4,500명 이상등록된 셀러 수:  

셀러의 성비: 60% 남성 I 40% 여성 

없음최소 재고량 보유에 대한 요구사항:  

https://services.priceminister.com/fr/premiers-pas/tarifs
수수료 페이지

판매 형태: 웹사이트 및 앱

가격, 베스트셀러 제품, 도착일, 명칭 등.분류 시스템:

지원 언어(구매자와 셀러 대상): 불어

타 마켓플레이스 대비 장점:

설립일:

일일 거래량: 

슬로건: 

2000년 8월 - 2010년 6월 Rakuten에 인수

구매/판매 보증 

30,000 이상

사이트 이용 가능한 국가:

사이트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구매자는

프랑스에 위치함

사기 및 모조 제품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

마켓 전담 전자상거래 컨설턴트 (ECC) 전문가 보유

보다 많은 구매자 유치를 위한 PriceMinister 마케팅 도구 

이용에 대한 무료 온라인 교육 제공

안전하고 보장된 결제 시스템

https://www.payoneer.com/
https://services.priceminister.com/fr/premiers-pas/tar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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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셀러들의 필독 사항

주 2회

결제 처리 기간

셀러들은 Payoneer를 통해 가상 유로화 은행 계좌로 대금 수령

이용 가능한 결제 방식:

물류, 운송/배송 대행

판매자 등록

반품 정책

구매자의 반품 과정:

일반 반품의 경우,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클레임에 의한 

반품의 경우(제품 불량과 같은) 셀러 또는 PriceMinister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구매자/셀러배송비 지불인: 

택배/우편이용 가능한 반품 방법:  

www.priceminister.com

없음 해외 창고 유무: 

불어 타 물류 회사 이용 가능 여부: 

없음

없음

정액제 배송:

무료 배송:

사이트 등록 허용 대상:

제한된 판매 지역: 없음

기업 및 개인 

연락처

관련 계정 전담 ECC (전자상거래 컨설턴트)에 문의하십시오.

상점 종료 이후 이용 가능한 연락처

Gende Elbeg: gende.elbeg@priceminister.com
높은 수익을 올리는 신규 셀러들을 위한 전용 연락처: 

여러분은 PriceMinister의 전자상거래 컨설턴트가 준비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매량 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PriceMinister는 사기 및 모조 제품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https://www.payoneer.com/
http://www.pricemini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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