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위한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소개
Overview of Potential Service Providers for Japan Selling

아마존 글로벌셀링

2021. 03. 02



2

본 자료의 의의와 목적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의 미션은 국내 전도유망한 다수의 셀러 여러분께 미국/일본/유럽

Amazon 주요 마켓플레이스에 성공적으로 입점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습니다.

글로벌 셀링을 수행하심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 별로 국내에 가용한 서비스 사업자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Amazon 셀러 여러분의 글로벌 셀링 경험을 개선해 드리고자 본 자료를 작성 및

배포합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어떠한 외부 서비스 사업자와도 사업적 관계를 지니지 않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셀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시고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셀러 본연의 사업구조에 가장 적합한 외부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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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마존 입점준비 및 운영 단계 별 외부 서비스 설명

가상계좌 생성
(Payment)

해외 배송
(International 

Shipping)

셀러계정 생성상품준비 광고 및 마케팅배송/CS

유료교육
(Paid Education)

서비스 영역

단계

입점준비 판매 운영

아마존 교육 프로그램

상품 등록

계정운영대행
(Operation Agency)

제품 인증
(Certification)

관세/세무
(Customs/Tax)

마케팅
(Marketing)

수출 필요 인증

가상 계좌 생성

풀필먼트 서비스

항공/해상 운송

수입통관 대행

세금 전문 컨설팅

아마존 광고

온라인 마케팅

업체 별 컨설팅, 맞춤형 1:1 교육

입점 전과정 및 판매 운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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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증
(Certification)



 제품 인증은 전 세계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테스트, 인증, 검사, 감사, 라벨링 및 품질 보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셀러분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리스팅하기 전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마켓 플레이스의 규칙, 규정 및 법률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제품 인증과 관련 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Seller Central(판매자 사이트)의 Help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상품 및 리스팅 제한 사항 (국문 안내문)  

 제한된 상품 (국문 안내문) 

제품 인증(Certification)의 목적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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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help-page.html?itemID=200301050&ref=id_200301050_bred_GUH6FA4XSJ2LZFLY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gp/help/20016433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일본 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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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스타디자인코스메틱스(SDC)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http://www.star-cosme.net/

김도중, 백송이 (yakuji@star-design.jp, 041-902-4989)

서비스 범위 소개|

취급 카테고리|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 약기법관련제품 수입대행
식품, 식품용기, 완구 - 식품위생법관련제품 수입대행
잡화 - 수입대행

카테고리 관련 서비스| 화장품 카테고리의 후생성등록, 제품 위생 검사, 성분체크, 라벨링, 표시적법체크, 수입대행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상품의 검역필증, 수입대행
아마존 리턴 제품의 이슈 사항 수정 후 재입고 진행 가능
일본 배송 One Stop 서비스 (국내픽업 > 통관 > 아마존창고 입고) 

계약 진행방법| 이메일로 의뢰(yakuji@star-design.jp)

http://www.star-cosme.net/


일본 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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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서비스 범위 소개|

취급 카테고리| 화장품 / 식품 / 전자 제품

취급 인증 종류|

계약 진행 방법| 1. 절차 및 견적 상담
2. 전성분표, 제품 샘플, 제조공정도(식품) 접수
3. 인허가 / 수입허가 결과 통보
4. 약사라벨, 식품라벨 데이터 전달

유니게코리아 (YUNIGE KOREA Corporation)

www.yunige.co.kr

최영재 지사장 / 채송아 대리

(yunigekorea@naver.com / 02-6951-1221)

후생노동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련 제품 수입허가
인증 인허가 후의 FBA 창고 입고까지의 전과정 진행 가능

후생노동성 화장품 인허가
후생노동성 식품 검역소 수입 허가
경제산업성 전자제품 수입 허가

http://www.yunige.co.kr/
mailto:yunigekorea@naver.com


일본 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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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유엘 코리아 (UL Korea)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https://korea.ul.com/

이예성 대리 (Celine.rhee@ul.com, 02-2009-9014)

서비스 범위 소개|

취급 카테고리 화장품, 유아용품, 섬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제품 (식품, 식품접촉용기 제품은 불가능) 
전기 제품

취급 인증 종류

계약 진행 방법| 1. 담당자 메일주소로 문의 접수 (제품 사진, 재질/성분 정보, 그 외 특이사항 전달) 
2. 견적 안내
3. 신청서 작성 및 샘플 발송
4. 성적서 발행

국가별 규제사항에 따른 품질/안전성 검증 시험
전기 제품 UL 인증
공장 감사 및 제품 인스펙션

http://www.abc.com/
mailto:Celine.rhe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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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계좌 서비스
(Payment)



 가상 계좌 서비스(Payment)는 판매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좌 개설 서비스입니다. 
셀러 계정 가입 전(前) 단계에서 ACCS(Amazon Currency Converter for Sellers; 아마존 통화 변환
서비스)가 지원되는 국가의 계좌 명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셀러분께서 아마존 가입 시 입력하실 정보와 가상 계좌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어야 성공적인
계정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 서비스(Payment)의 목적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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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판매를 위한 가상 계좌 서비스(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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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페이오니아 (Payoneer)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 saleskorea@payoneer.com 
• 070-4784-4047 
(평일10시~7시, 단,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 공휴일제외) 

• Kakao 채널: Payoneer

서비스 범위 소개|

계약 진행 방법|

www.payoneer.com/kr

• 해외통화를 수취할 수 있는 가상계좌로 대금 수취 후, 한국의 은행계좌로 이체
• 이체수수료 기본 1.2% 또는 이하, 일일/월 이체 한도 $200,000 (필요시 조정 가능)
• 원화계좌 또는 외화계좌(달러,유로,파운드,엔)로 이체 가능

서비스 특장점| • 셀러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위해 달러/유로/파운드/엔/위안/캐나다 달러/
호주달러/멕시코페소/싱가폴 달러 수취계좌 발급

•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판매대금 수취 후 원하는 통화로 인출 및 사용 가능
• 스토어 매니저 연동을 통해 Bank Statement를 쉽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

• https://paynr.co/amazonkr 링크로 가입시, 이체수수료 1.0% 적용 및 $1,000 로딩시 $50보너스 지급
• 아마존 플러스 프로그램: 글로벌 셀링 중소기업체에 드리는 특별한 혜택 서비스
https://paynr.co/krplus1 링크로 가입시, 담당 매니저가 연락. $10,000 로딩시 $250 보너스 지급

서비스 안내 링크 및 자료

[공식 카페] 가입 방법
[공식 카페] 계좌명세서 발급 방법
[PDF] 페이오니아 가입 방법
[PDF] 계좌 명세서 발급 방법

https://paynr.co/amazonkr
https://cafe.naver.com/payoneerkorea/120
https://cafe.naver.com/payoneerkorea/993
https://kr2us-bd.s3.ap-northeast-2.amazonaws.com/%ED%8E%98%EC%9D%B4%EC%98%A4%EB%8B%88%EC%95%84+%EA%B0%80%EC%9E%85+%EB%B0%A9%EB%B2%95_2021.pdf
https://kr2us-bd.s3.ap-northeast-2.amazonaws.com/%EA%B3%84%EC%A2%8C%EB%AA%85%EC%84%B8%EC%84%9C+%EB%B0%9C%EA%B8%89+%EB%B0%A9%EB%B2%95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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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International Shipping)



 해외 배송(International Shipping)은 재고를 아마존 주문 처리(Fulfillment by Amazon, FBA) 센터
또는 해외 구매자에게 개별 발송(Merchant Fulfilled Network, MFN)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International Shipping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해외 배송 프로세스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배송
사업자들은 재고를 발송지에서 목적지로 제때 안전하게 배송하고,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마존을 수입대리인(Importer of Record, IOR)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FBA 배송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 배송사를 통해 수입대행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배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hat is FBA? (영문 영상 자료) 

 Preparing Your Inventory for Amazon FCs (국문 영상 자료)  

 Introduction to Merchant Fulfilled Shipping (영문 영상 자료, 아마존 셀러센트럴 로그인 필요)

해외 배송(International Shipping)의 목적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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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learn/courses?ref_=su_course_accordion&moduleId=34&courseId=8&modLanguage=English&videoPlayer=youtube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learn/courses?ref_=su_course_accordion&moduleId=37&courseId=8&modLanguage=Korean&videoPlayer=youtube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courses?ref_=su_course_accordion&moduleId=43f40d1f-0d52-4a7a-9c65-bb5be2ab5c01&courseId=9&modLanguage=English&videoPlayer=youtube


일본으로의 FBA 배송 시 핵심 고려 사항

셀러 관점에서의 Considerations

일본 내

사업자/법인 보유

여부

1  Attorney of Customs Procedures (세관신고대행) 2  Importer of Record (=Consignee)

• 셀러가 직접 IOR이 되므로,  선호에 따라 배송 사업자
선택

1

3

FBA 배송 서비스 유형

N-1 (ACP)

Y

• 수입통관 업무를 대리 수행(ACP)할 수 있는 업체 지정
필요

• 통관 업무를 제외한 전 과정은 수출자가 진행

N-2 (IOR)

2
• 수입 대행사를 일본내 공식 수입업자로 설정(IOR)
• 수입 대행사(IOR) 협의 하에 인증/자격 확보/ 보험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 결정
• 특정 상품군(화장품, 식품)은 IOR 권장

15



Amazon Services  \ Service Provider 
Intro  \ 16

• IOR이란?
수입대행사(Importer of Record)의 약자로 공식 수입사로서 수입/판매 관련 모든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일본에 거점을 둔 무역 상사 등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사가 수입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IOR은 진행하기 까지의 리드타임이 ACP보다 짧은 반면, 가격이 보다 비싼 편입니다. 
화장품/식품 등의 수출판매를 위한 인증/자격이 필요한 상품군의 경우 IOR을 권합니다.

• ACP란?
세관사무관리인(Attorney of Customs)의 약자로 수입자 역할을 할 주체가 일본에
없다면, ACP 자격이 있는 통관대행서비스 업체와 계약하여 수출자 = 수입자 = 납세자 로
수입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P를 이용한 통관은 일본에 수입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해결을 할 주체가 일본에 없다는 단점 때문에, JP Customs에서 엄격하게
검토 및 심사를 합니다. 
ACP는 진행하기 까지의 리드타임이 IOR보다 긴 반면, 가격이 보다 저렴합니다. 

*외부서비스사업자 소개 리스트의 일본 물류는 ACP와 IOR을 배송사가 중개(혹은 직접 진행)이 가능한 업체만을 포함
*(2021년 3월) 현재 일본 통관의 이슈로 ACP 서비스는 중단 상태

16

일본으로의 FBA 배송 시 핵심 고려 사항



일본 판매를 위한 해외 배송 (International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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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제임스 트랜스 (JAMES TRANS CO.,LTD)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https://www.james-trans.biz/

이종철 (trade@james-trans.com, 070-8272-5077)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특장점
SELLER의 문의를 일본내에서 한국어로 Direct C/S 및 3PL 서비스 대응
13년간 포워딩 경험으로 물류 및 수입 통관에 관한 Solution 제공
화장품/ 식품을 포함한 수입자 대행(IOR) 대응
국제 특송, 해상&항공 포워딩 일괄 서비스
KOTRA 도쿄 무역관의 공동물류지원사업 수행 물류사

• KOTRA 공동물류사업 참가 시, 물류 비용 지원 가능

별도의 계약없이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하여 이용 가능계약 및 진행방법|

개별발송
(MFN)

FBA

운송방식
수입/통관

대행
현지창고 반품 처리

항공
통관
대행

보유 가능

항공
해운

IOR
DDP

보유 가능

https://www.james-tran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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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유니게코리아 (YUNIGE KOREA Corporation)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yunige.co.kr

최영재 지사장 / 채송아 대리

(yunigekorea@naver.com / 02-6951-1221)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특장점 화장품/식품/전자제품 인허가부터 IOR 수입대행 / 통관 / AMAZON FBA 배송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오사카 창고를 기반으로 풀필먼트 서비스(입고, 출하, 반품, 보관, 라벨, 배송) 

KOTRA 해외공동물류 수행업체로 아마존 창고 비용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1) 아마존 판매 제품 확인 후 수입대행 계약서 체결

2) 통관서류 수입자를 YUNIGE 로 하여 항공/해상 운송 및 통관

3) 유니게 창고 입고 후 각각 지정된 AMAZON FBA 창고로 배송

계약 및 진행방법|

인증 / IOR 수입대행 / FBA 배송 / 창고 보관 / 반송/ 라벨

개별발송
(MFN)

FBA

운송방식
수입/통관

대행
현지창고 반품 처리

항공
해운

IOR
DDP

보유 가능

http://www.yunigekorea.co.kr/
mailto:yuni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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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큐익스프레스㈜(Qxpress INC)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qxpress.net

김진석 (jinsuk.kim@qxpress.net, 02-2620-1119)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특장점
국내 픽업부터 해외배송까지 door to door 서비스 진행
11개국 18개 지점을 통한 3자 물류배송 서비스 지원 (인천 GDC 및 BWT창고 운영)  
큐익스프레스 홈페이지를 통한 배송 등록 및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원 클릭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관세대납서비스(DDP) 발송자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일본법인 및 물류센터 운영(동경위치), 현지 CS처리
API 시스템 연동 및 정보 제공 가능
경쟁력있는 배송운임으로 일본 전지역 5~7일이내 배송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상품 및 배송등록- 배송 바코드 출력- 큐익스프레스 김포 물류센터 입고계약 및 진행방법|

개별발송
(MFN)

FBA

운송방식
수입/통관

대행
현지창고 반품 처리

항공
통관
대행

보유 가능

http://www.qxpress.net/
mailto:jinsuk.kim@qx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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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야마토글로벌로지스틱스 재팬(YAMATO GLOBAL LOGISTICS JAPAN CO., LTD.)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https://www.y-logi.com/ygl

강동훈 과장 (yglsel02@yamatokr.com, 02-6346-9626)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특장점

안정적이고 빠른 배송(집하지에서 화물인수 후, 배송완료까지 2~3일 소요, 주말배송 가능)
일본 전국 동일한 운송요금 체계로 진행
다양한 배송서비스 가능 Cash on delivery(Daibiki), Nekopos 등
손쉬운 데이터 전송(Amazon Seller Central과 API 연동을 통한 주문~배송연계)
실시간 화물 Tracking, CS Handling 등 문의창구 일원화
사전 통관 Compliance check로 통관 시의 이슈를 사전 방지

• 수출입 규제가 있는 품목을 사전에 확인가능
• AEO certificate을 보유하고있어 수입세관 검사율이 낮음
• 야마토가 수출입 관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세관으로 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

계약 및 진행방법|

개별발송
(MFN)

FBA

운송방식
수입/통관

대행
현지창고 반품 처리

항공
통관
대행

보유 가능

1. 상담/계약 후 서비스 이용가능
2. 원하는 방법으로 야마토 물류센터에 입고가능(국내택배, 픽업서비스 등)
3. 원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장 출력 및 Data 전송가능(엑셀 형식, 야마토 시스템 등)

mailto:yglsel02@yamato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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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린코스 (Rincos)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rincos.co.kr

김성민 (smkim@rincos.co.kr, 070-5121-4884)

서비스 범위 소개|

서비스 특장점 개별 배송(MFN) 서비스 제공 (소비자 배송옵션 중, 우편함 배송, 배송일 지정, 주소 변경 서비스 가능)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 제공하여 저렴한 운임으로 발송비 절감 가능
실시간 배송조회 및 배송완료 증빙자료 제공
현지 창고를 이용한 3PL 서비스 제공 가능
Pick up 서비스 협의 및 제공 가능

계약 및 진행방법| 1) E-mail 또는 유선으로 상담요청
2) 운임협의 후 신용거래 신청서 작성, 제출
3) Rincos System 계정 발급
4) 주문정보 등록
5) Rincos 창고로 화물 입고

개별발송
(MFN)

FBA

운송방식
수입/통관

대행
현지창고 반품 처리

항공
통관
대행*

보유

*개인물품 통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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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Marketing)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판매 제품을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Marketing)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아마존의 광고 솔루션(Sponsored Product, Sponsored Brand 등) 및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을 구매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업체별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에 문의하시면 더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Marketing)의 목적과 정의

23

시장조사
상세페이지

컨설팅

상세페이지제
작

(촬영,디자인)

Sponsored 
Ads

Amazon 
Live

검색 최적화
: 아마존 외

SEO

Social
Media

광고 컨설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PR

(현지 언론
기사)

DSP (아마존
디스플레이광고)

디지털퍼스트 O O O O O

플레이디 O O O O O

어반디지털마케팅 O O O O O O O

공팔리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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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디지털퍼스트 (digitalFirst)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dfirst-inc.com

이미연 팀장 (df_amazon@dfirst-inc.com 02-6392-5963 )

서비스 소개|
- Amazon DSP Partner 기업
- Google 공식 Premier Partner / Facebook Ad-technology 분야 Marketing Partner 선정기업
- 아마존 베스트 셀러, 신제품 1위 달성 등 성공사례 보유
- 아마존 수출 바우처 수행기업

- 아마존 알고리즘을 반영한 STEP (1-2-3) 별 컨설팅 진행
- 아마존 마케팅 최적화 및 외부 마케팅 포인트 구축

시장조사
상세페이지

컨설팅
상세페이지제작
(촬영,디자인)

Sponsored 
Ads Amazon Live 검색 최적화

: 아마존 외 SEO
Social Media

광고 컨설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PR

(현지 언론 기사)
DSP (아마존

디스플레이광고)

O O O O O

서비스 분야|

일본 판매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mailto:df_amazon@dfirst-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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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플레이디 (PlayD Co. , Ltd.)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playd.com

김진규 매니저 (amazon-selling@playd.com 02-501-0962)

서비스 소개|
- KT그룹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미디어의 공식 파트너
- 고객사 셀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로 고객사의 아마존 마케팅 KPI 달성
- 소비재부터 B2B 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의 아마존 글로벌셀링 레퍼런스 보유
- 수출바우처 사업 마케팅 수행기관

- 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 / 아마존 교육 / 제품 리스팅 최적화 / A+콘텐츠 제작 / 판매 현황 분석
- 마케팅 서비스: Sponsored 광고 대행 / Google, FB 등의 외부광고 대행 / 아마존 프로모션 기능 제안 및 운영대행

시장조사
상세페이지

컨설팅
상세페이지제작
(촬영,디자인)

Sponsored 
Ads Amazon Live 검색 최적화

: 아마존 외 SEO
Social Media

광고 컨설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PR

(현지 언론 기사)
DSP (아마존

디스플레이광고)

O O O O O

서비스 분야|

일본 판매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mailto:amazon-selling@play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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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주)어반디지털마케팅 (Urban Digital Marketing)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urbandigital.com

송란 본부장 (olivia.song@urbandigital.com 070-8680-4138 / 010-8689-9557)

서비스 소개|
- 글로벌 디지털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통합마케팅) 전문 기업
- 40개국 대상 400여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및 브랜드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집행 이력
- 7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마케팅 분야 공식 수행기관 활동 및 우수 수행기관 선정
- 구글 온라인 광고 공식 파트너

- 아마존 내부 광고 운영 및 관리, 사진, 이미지, 영상 광고 소재 제작
- 소셜미디어 컨텐츠 제작 및 운영관리, 구글 및 페이스북 등 외부 타게팅 광고 집행
- 인플루언서 활용 리뷰 및 커뮤니티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 분야|

시장조사
상세페이지

컨설팅
상세페이지제작
(촬영,디자인)

Sponsored 
Ads Amazon Live 검색 최적화

: 아마존 외 SEO
Social Media

광고 컨설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PR

(현지 언론 기사)
DSP (아마존

디스플레이광고)

O O O O O O O

일본 판매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mailto:olivia.song@urbandig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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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0.8L (공팔리터)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08liter.com

조희정 이사 (joen@08liter.com 010-9163-1987)

서비스 소개|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리뷰 마케팅 및 인사이트 분석
- 미국, 동남아, 일본, 중국, 한국 등 80만 글로벌 회원을 통한 SNS마케팅 진행
- 브랜드사 맞춤 질문 및 실시간 챗봇리뷰로 상세 리뷰 인사이트 분석

- 공팔리터 앱 내 브랜드사 소개, 홍보
- 브랜드사 관심 인플루언서 연결, 컨셉 사진 촬영

시장조사
상세페이지

컨설팅
상세페이지제작
(촬영,디자인)

Sponsored 
Ads Amazon Live 검색 최적화

: 아마존 외 SEO
Social Media

광고 컨설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PR

(현지 언론 기사)
DSP (아마존

디스플레이광고)

O O

서비스 분야|

일본 판매를 위한 마케팅(Marketing)

mailto:joen@08li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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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교육
(Paid Education)



 유료교육(Paid Education) 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판매 과정과 판매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사업자는 셀러 센트럴의 등록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 정책 및 제품을 설명 할 수 있고, 아마존 판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유료교육(Paid Education)의 목적과 정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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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두번째 월급 (Second Job)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secondjob.kr

김정훈 디렉터 (tommy@graywhale.co.kr 070-7743-0201)

서비스 소개|
- 5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만든, 실전 노하우가 담긴 강좌
- 강좌 외에도 라이브 방송과 커뮤니티를 통한 궁금증 해소 및 정보공유
-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온라인 스터디도 함께 운영

- 아마존 셀링 입문부터 성장까지 ‘동영상 강좌’
• 아마존 셀러 등록부터 돈이 되는 제품 발굴 및 제작방법 (PL방식 22강)
• 제품에 매력을 입히는 브랜딩과 완벽한 판매 준비 (PL방식 23강)
• 아마존에서 매출을 높이는 베스트셀러의 마케팅 노하우 (PL방식 20강)
• 데이터를 볼 줄 알면 너무 쉬운 아마존 셀링 (RA방식 33강)

- 나에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스터디’
- 아마존 셀러간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2secondjob

교육 내용|

일본 판매를 위한 유료 교육 (Paid Education)

mailto:tommy@graywha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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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주)오버노드 (OVERNODES)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overnodes.com

정현군 이사 (jackjung@overnodes.com 010-8487-4986)

서비스 소개|
- 제조 기업의 브랜드 파워 강화 실전 과정
- 맞춤형 교육 (제조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전문)
- DTC(Direct To Customer) 내재화 프로그램
- B2B 유통방식에서 글로벌셀링으로 기업 체질 개선

- 기업 교육 컨설팅
- 실무자 트레이닝
- 이커머스 팀 빌딩

교육 내용|

일본 판매를 위한 유료 교육 (Paid Education)

mailto:jackjung@overnod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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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도어로 (DOORRO)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doorro.com

이상현 이사 (doorroservice@gmail.com 070-4640-4289)

서비스 소개|
- 해외배송과 연계한 종합 정보 제공
- 정부기관 및 지자체 아마존 교육업무 다수 수행
- FBA 판매가격 산출 계산기 제공(가격 경쟁력 / 가격정책수립 도움)
- 유∙무선, 이메일, 카카오톡, 원격지원을 통한 상담 제공 및 입점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 업체별 아마존 입점 및 판매 컨설팅
- 마케팅 관련 교육
- 각종 수수료 확인 및 절감

교육 내용|

일본 판매를 위한 유료 교육 (Paid Education)

mailto:doorroservice@gmail.com


33

계정운영대행
(Operation Agency)



 계정운영대행(Operation) 외부 서비스 사업자는 일상적인 셀러 센트럴 운영에 대한 실무 지원과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대행사업자는 셀러분을
대신하여 계정 관리 프로세스를 처리함으로서 셀러분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정운영대행(Operation Agency)의 목적과 정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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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모멘텀 (Momentum)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momentumkorea.com

정성지 대리 (info@momentumkorea.com 02-2626-6420)

서비스 소개|
- 개인과 기업의 아마존 입점 및 매출 증진에 특화된 아마존 전문 컨설팅 회사
- 연 평균 1,000여개 기업의 아마존 컨설팅을 진행하며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 보유
- 계정 운영대행 업무와 더불어 성공적인 매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아마존 계정 운영 대행 (입점 대행, 상품 번역 및 등록, 검색엔진최적화, 계정 관리 및 마케팅)
- 마케팅 컨설팅(SP 키워드 광고, 프로모션,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형 아마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행 범위|

일본 판매를 위한 계정 운영 대행 (Operation Agency)

mailto:info@momentum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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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컨택틱 (Kontactic)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kontactic.com

컨택틱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

서비스 소개|

- 프리미엄 대행: 전략적인 아마존 운영을 위한 VIP 서비스 (12개월 계약) 
- 디럭스 대행: A to Z까지 포괄적인 아마존 운영 대행 (6~12개월 계약)
- 스탠다드 대행: 아마존 진출 및 운영에 필요한 개별 업무대행

대행 범위|

- 소수의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VIP 계정 운영 대행 서비스 (전담 매니저 관리 고객이 2개가 넘지 않도록 관리)
- 500개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아마존 전문 컨설팅 및 계정 운영 대행사
-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프로그램 수행 이력 보유 - 우수 수행기관(수출바우처 평점 9.8)
- 8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아마존 진출 전략 수립

일본 판매를 위한 계정 운영 대행 (Ope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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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업자 명| 카페24 (cafe24)

회사 홈페이지|

담당자 및 연락처|

www.cafe24.com

이지연 매니저 (openmarket_japan@cafe24corp.com) 

서비스 소개|
- 아마존 입점부터 물류, CS, 정산까지 원스탑 운영 대행 서비스 제공
- 카테고리별 전문 운영자 배치 및 체계적인 운영대행 서비스 제공
- 자사 멀티 플랫폼 솔루션을 통한 손쉬운 마켓 연동 및 주문 관리 시스템 제공

- 셀러에 따른 맞춤 컨설팅 및 운영/판매대행 서비스
- 상품 등록부터 번역, 마케팅, 물류, 정산까지 시스템에 기반한 원스탑 대행 서비스
• 상품 리스팅 최적화 (BP, SEO 현지화 등)
• 마켓 내/외부 광고 • 마케팅 대행 (유료 부가 서비스) 
• FBA/MFN 물류 대행 서비스 제공 (유료 부가 서비스)

대행 범위|

일본 판매를 위한 계정 운영 대행 (Operation Agency)

mailto:openmarket_japan@cafe24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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