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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요약
계정에 처음 로그인하면 계정 요약 화면이 나타나며 이 화면에서 계정에 관한 간략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YPAL                계 정

거래 유형별로 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필터.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계정 요약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 알림.

계정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탭에서는 인출 또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거래들을 결제 및 주문 상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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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자금 탭에서는 계정 잔액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연결된 은행으로
이체하거나 결재 요청 또는 결제 대금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PAYPAL                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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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역
활동 내역 탭에서는 모든 거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상태를 업데이트 하거나 환불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와 잔고를 따로 보거나 필터/검색 기능들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PAYPAL                계 정

이메일 주소, 거래 ID 등으로 거래내역 조회.

거래 내역 다운로드.

거래 유형이나 통화로 필터링.

주문 상태 업데이트 또는 배송 완료 표기.

쉽게 개별 거래 내역과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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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계정 운영 상황을 포함한 보고서 기능은 판매자의 비즈니스 운영 상황을 추적,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보고서는 페이지 왼쪽에 카테고리 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원하는 보고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개별 보고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PAYPAL                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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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결제 요청, 인보이스 보내기, 분쟁해결센터 등과 같이 판매자의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도구들을 보여줍니다.
결제 방식, 계정 설정, 스텝 별 가이드와 함께 하는 비즈니스 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툴을 즐겨 찾기로 선택 해두면 도구 탭을 클릭했을 때 바로 가기 링크로 표시됩니다.

PAYPAL                계 정

주요 도구 바로 가기.

알파벳 / 즐겨 찾기 / 인기도 별로 도구 정렬.

즐겨 찾기 리스트에 추가 또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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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공지 사항  —  PayPal  의 선불 지급 수단 소유자인  PayPal Pte. Ltd. 는 싱가포르 통화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용약관 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ayPal 계정 개요

프로필 및 설정
개인과 비즈니스 정보 설정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PAYPAL                계 정

결제 및 계정 설정. 선호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상세 설정 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비즈니스 정보나 금융 정보, 계정 설정, 도구 
설정과 같은 계정의 개인 및 비즈니스 설정을 
수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 관련한 중요 알림 및 할일 안내.

https://www.paypal.com/kr/webapps/mpp/ua/legalhub-f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