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인보이스 생성 및 보내기
쉽고 빠르게 인보이스를 보내고 결제 받아보세요.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 PayPal 계정에서 직접 인보이스를 생성하여 이메일로 보내거나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인보이스를 클릭하여 바로 결제할 수 있고, PayPal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1 단계
PayPal 계정에 로그인 합니다.
www.paypal.com/kr

2 단계
도구를 클릭하고 인보이스를 찾습니다.

3 단계
인보이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4 단계
고객의 이메일 주소, 결제 금액,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단계
보내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PayPal을 통해 보내거나 또는 
직접 링크를 고객과 공유*합니다.
* 인보이스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링크를 절대 공개 
게시판 등에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 예약 방법

인보이스를 생성합니다.
인보이스를 예약하려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고객의 이메일 주소, 결제 금액, 설명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 및 예약을 선택하여 인보이스를 저장하면 예약된 날짜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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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ypal.com/kr


맞춤형 인보이스 생성 방법

1. 기존 템플릿
PayPal의 기존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보이스를 맞
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로고 
회사 로고 추가를 클릭하여 자체 비즈니스 로고
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비즈니스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 웹사이트 등의 연락처 정보와 
비즈니스 정보를 편집하거나 추가합니다.

4. 맞춤 설정 및 세부정보
인보이스에서 수량, 시간, 금액 등을 맞춤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팩스, 할인, 배송 등의 상세정보를 추가 또는 삭
제합니다.

통화를 선택합니다.

5. 메모
수취인에게 메모를 남길 수 있고, 이용약관을 포
함할 수도 있습니다.

6. 템플릿으로 저장
맞춤 설정된 템플릿을 저장하고 이름을 지정합
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설정 가능한 전문 인보이스 
 
회사의 브랜드가 삽입된 맞춤형 인보이스를 만들면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  로고와 비즈니스 정보를 추가합니다. 
•  이메일, 주소, 전화, 웹사이트 등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PayPal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도구를 클릭하여 인보이스를 선택한 다음 인보이스를 생성합니다.
기존 템플릿에서 선택하거나 새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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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관리
맞춤 설정된 템플릿은 설정에 저장됩니다. 언제든지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보이스를 만들 때 이용 가능한 템플릿이 모두 표시되어 쉽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쉬워진 인보이스 생성
다음은 인보이스를 만들 때 시간을 더욱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  주소록에 단골 고객의 정보를 저장해두면 인보이스 생성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계정에서 과거 인보이스 및 결제 상태를 검토합니다. 미결제 인보이스에서 미리
알림을 클릭하여 결제 미리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PayPal 서비스는 PayPal Pte. Ltd.에서 제공합니다.  
한국 사용자는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체계 이해

PayPal을 사용하여 해외 결제를 받는 경우 설정, 취소 또는 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래 또는 판매가 이뤄졌을 때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paypal.com/kr/paypalfees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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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