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계좌 서비스

9





서비스 사업자명 |

회사 홈페이지 |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비스 범위 소개|

페이오니아 (Payoneer)

www.payoneer.com/kr

▪ 페이오니아 사업개발팀: saleskorea@payoneer.com

▪ 한국어 고객센터 : 070-4784-4047 (평일 10시~7시,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Kakao 상담 채널: Payoneer 플러스친구 추가 후 채팅 상담 가능

서비스 특장점 |

▪ 각 아마존 스토어 국가에 맞춘 USD/EUR/GBP/JPY/CAD/AUD/MXN/SGD 대금 수취계좌 발급 (계정 유지비 없음)

▪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로 인출 요청시 2시간~3 영업일 내 입금 (송금금액 및 통화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원화계좌 또는 외화계좌(달러,유로,파운드,엔)를 인출통장으로 복수 등록 가능

▪ 페이오니아 계정 내 온라인 서류센터에서 직접 Amazon Bank Statement를 쉽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

▪ 8년간 국내 셀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아마존 대금 수취 서비스로, NASDAQ 에 상장한 글로벌 페이먼트사

▪ 한국 온라인 셀러 전용 고객센터 운영 및 기업형 고객 맞춤 상시 컨설팅 지원 서비스(수출신고 및 마케팅 등)

▪ 페이오니아 모바일 앱으로 외부 환경에서도 실시간 입금 확인 및 출금신청 가능 (안드로이드/iOS 지원)

▪ 편리한 아마존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Store API 연동 기능 제공 (Amazon MWS)

[PDF] 페이오니아 회원가입 방법

[PDF] 계좌명세서 발급 및 아마존 연동 방법

페이오니아 서비스 안내 자료

http://www.payoneer.com/kr
mailto:saleskorea@payoneer.com
https://pf.kakao.com/_xgWMjM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Sell+Dot/support/service-provider-network/0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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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_V2.pdf
https://kr-marketing.s3.ap-northeast-2.amazonaws.com/Sell+Dot/support/service-provider-network/02.+Bank+Statement+%EB%B0%9C%EA%B8%89+%EB%B0%8F+%EC%95%84%EB%A7%88%EC%A1%B4+%EC%97%B0%EB%8F%99+%EB%B0%A9%EB%B2%95+(%EB%AF%B8%EA%B5%AD+%EC%85%80%EB%9F%AC%EC%9A%A9).pdf


서비스 사업자명 |

회사 홈페이지 |

담당자 및 연락처 |

서비스 범위 소개|

핑퐁글로벌 (PingPong)

https://kr.pingpongx.com/kr/index

▪ 담 당 자: 핑퐁글로벌 서비스운영팀 (cs-korea@pingpongx.com)

▪ 전화번호: 070-7878-8802

▪ 카카오톡: ‘핑퐁글로벌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문의

▪ 마켓플레이스 대금수취 : 15개국 가상계좌 개설 및 170+개국 무역 거래 지원(대금 수취 수수료 최대 1%)

▪ B2B 사업자 송금: 원화 가상계좌 충전 및 실시간 해외 송금 지원(위안화 송금 지원)

▪ 가상 신용카드: 미국 VISA, Mastercard 발급 지원(해외 결제 수수료 & 연회비 면제)

▪ 핑퐁페이: 마켓플레이스 PG 플러그인 서비스 지원

▪ 마켓플레이스 판매 대금 수취 후, 국내 계좌 출금까지 최소 2시간~ 최대 1영업일 소요

▪ 각 마켓플레이스 및 국가별 가상계좌 은행명세서 (Bank Statement) 발급 지원

▪ VAT & GST 납부, 그룹 계정 관리, API 연동 등 무역 대금 정산 시 필요한 추가 기능 탑재

[PDF] 핑퐁(PingPong) 회사/서비스소개서 알아보기

[PDF] 핑퐁(PingPong) 웹사이트 가입 방법 알아보기

[PDF] 핑퐁(PingPong) 은행명세서 발급가이드 보기

핑퐁 서비스 안내 자료

서비스 특장점 |

https://kr.pingpongx.com/kr/index
mailto:cs-korea@pingpongx.com
https://kr2us-bd.s3.ap-northeast-2.amazonaws.com/SPN+Management/2022+%ED%95%91%ED%90%81%EA%B8%80%EB%A1%9C%EB%B2%8C%ED%9A%8C%EC%82%AC%EC%86%8C%EA%B0%9C%EC%84%9C.pdf
https://kr2us-bd.s3.ap-northeast-2.amazonaws.com/SPN+Management/2022+%ED%95%91%ED%90%81+%EA%B8%80%EB%A1%9C%EB%B2%8C%EC%85%80%EB%A7%81+%EA%B0%80%EC%9E%85%EC%95%88%EB%82%B4+%EA%B0%80%EC%9D%B4%EB%93%9C.pdf
https://kr2us-bd.s3.ap-northeast-2.amazonaws.com/SPN+Management/2022+%ED%95%91%ED%90%81+%EB%B1%85%ED%81%AC%EC%8A%A4%ED%85%8C%EC%9D%B4%ED%8A%B8%EB%A8%BC%ED%8A%B8+%EB%B0%9C%EA%B8%89+%EA%B0%80%EC%9D%B4%EB%93%9C.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