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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유럽] 결제 서비스 공급 

업체 (Payment Service Provider) 

정책 업데이트  
2021 년 2 월 2 일 

 “PSP 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된 PSP(LianLian Pay, 

Payoneer, PingPong 및 WorldFirst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토어로 만들기 위해 당사는 

잠재적인 불법 행위의 탐지, 예방 및 대응 조치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과 셀링 

파트너분들을 사기 및 악용으로부터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 

프로그램(Payment Service Provider Progr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SP(결제 

서비스 공급업체)를 통해 아마존 스토어 판매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셀링 

파트너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PSP 를 이용해야 합니다. 셀링 파트너 

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PSP 를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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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정책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PSP 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한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된 PSP( LianLian Pay, Payoneer, PingPong 및 

WorldFirst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계속 이 페이지에 프로그램 참여 PSP 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PSP 를 등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용 중인 PSP 가 아직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PSP 에 

연락하여 결제 서비스 공급업체 프로그램 등록 계획에 관해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당 PSP 가 프로그램에 등록할 계획이 없는 경우 셀링 파트너분께서는 

2021 년 5 월 31 일까지 프로그램에 등록된 PSP 로 전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발급한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3 월 1 일부터 PSP 에서 발급한 새 은행 계좌를 추가하는 셀링 파트너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PSP 를 이용해야 합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apps/store/search?category=f00228ab-f2c8-4e3d-ac20-d4c159e5e482&pageNumber=1&ref=nslp_at_GMKVUNE2NUJVULZE_ko-KR_nslnk_1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GY8JTVAWBPQT2XFC?ref=nslp_at_GMKVUNE2NUJVULZE_ko-KR_nslnk_2_GY8JTVAWBPQT2XFC
https://sellercentral.amazon.com/apps/store/search?category=f00228ab-f2c8-4e3d-ac20-d4c159e5e482&pageNumber=1&ref=nslp_at_GMKVUNE2NUJVULZE_ko-KR_nslnk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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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년 5 월 31 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PSP 를 계속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2021 일 5 월 31 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PSP 에서 발급한 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는 셀링 파트너에게는 가장 늦은 예상 배송 날짜로부터 최대 

21 일에 이르는 추가 지급 예비 기간이 적용됩니다. 배송 날짜에 따른 판매 대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 년 7 월 15 일부터 아마존은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PSP 를 이용하는 

셀링 파트너에 대한 판매 대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3. ACCS(아마존 통화 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CCS 를 사용 중이며 은행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PSP 에서 직접 발급한 은행 

계좌로 아마존 스토어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CS 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PSP 에서 발급한 은행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위의 질문 1 을 참조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 바랍니다. 

https://sellercentral.amazon.com/gp/help/202124090?ref=nslp_at_GMKVUNE2NUJVULZE_ko-KR_nslnk_4_20212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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