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WIZ ADDRESS 이용 방법
◆ WIZ ADDRESS 미국 Order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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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역 : WIZ ADDRESS 미국 Order Processing
--------------------------------------------------------------------------------------------------------------------------

■ 작업 방법
1.
2.
3.
4.
5.
6.
7.

WIZWID 회원가입 후 로그인
WIZ ADDRESS 클릭
WIZ REMOTE 클릭  WIZWID 미국 NJ 물류센터 주소 확인
구매 원하는 미국 온라인 사이트 접속 Web shopping
미국 쇼핑몰 주문 및 결제
미국 쇼핑 몰 물품 발송
WIZWID 미국 NJ 물류센터 도착

-----------------------------------------------------------------------------------------------------■ 참고 사항
- WIZ Address 취득(미국 NJ물류센터 주소)
: WIZ Address는 WIZWID회원들에게 해외 온라인 쇼핑 시 물품 수취 처로 사용 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미국 내 무료 주소이다
부여 된 미국 주소는 WIZWID홈페이지 로그인후 > MY WIZ > MY 쇼핑정보 > MY Address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미국 온라인 Web Shopping
WIZ 홈페이지 내에서 안내 되고 있는 DIRECTORY 메뉴 등록 쇼핑몰 외 수 만개의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여 받은
WIZ Address를 이용하여 물품을 검색, 쇼핑한다.
Tip ! ① 단, 한국 발행 카드를 승인 해 주는 쇼핑몰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② 미국 외 제 3국 물품의 물류 대행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함.
: 캐나다나 이태리, 영국 등 제 3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국내처럼 세금을 지불하고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미국 외 제 3국 물품 구매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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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미국 쇼핑몰 주문 및 결제
▶ 미국 On-Line쇼핑몰도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 되기에 물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의 회원 가입
(Register)란에 WIZ Address 기재후 쇼핑몰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든다.
Tip ! 비 회원제로 운영되는 쇼핑몰도 있으나, 이 경우 물품 구매후 미국내 배송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Web Shopping 제품 선택 후 Shipping Address(배송지)/ Billing Address(카드대금청구주소)에 Wiz에서 부여 받은 WIZ
Address를 기입한다.
▶ 결제는 해외 쇼핑몰에 미화 $로 본인이 직접 해외 이용 가능 신용카드[비자/마스터/아멕스]를 이용하여 결제한다.
Tip ! ① 구매액의 한도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으나 물품 대금이 2,000불 이상 경우 통관으로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
②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전환은 신용카드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③ 상품 구매 시 적용 환율은 승인 시점이 아닌 전표의 매입 시점의 환율이 적용 된다.
④ 해외 결제 시 Visa 1%, Master 1.1% 환가료(수수료)가 카드사로부터 함께 청구 된다.
▶ 해외 쇼핑몰 결제 금액은 물품 대 + 미국 내 운송료(Shipping fee) + Sale Tax(판매 세)로 구성 되어 있다.
Tip ! Sale Tax 부과 기준 ? 미국의 몇몇 주는 주의 정책상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 세금을 부과되며, 일부 쇼핑몰에서는
세금을 쇼핑몰에서 직접 부담 하는 경우가 있기에 고객들에게는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구매한 상품 정보와 배송에 대한 확인 메일(Order Confirm Mail)
이 해당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시 기재한 고객의 E-mail로 발송된다.
- 쇼핑몰 물품 발송
: 주문 완료 된 제품은 부여 받은 주소지[WIZ NJ물류센터]로 미국 운송 업체(UPS, USPS, FEDEX, AIRBORNE, DHL중)를
통하여 배송 되며, 미국 배송기간은 평균 7-10일(Standard Shipping) 소요 된다.
Tip ! 미국 On-Line 쇼핑몰은 대부분 미국 내 배송 방법을 본인이 선택 가능하며, 빠른 배송 경우 미국내 운송 요금이 비싸며
배송 방법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① Standard Shipping(7-10일)
② 3-Day Shipping(3일)
③ 2-Day Shipping(2일)
④ Overnight Shipping(1일)
Tip ! 미국 내 배송 조회 방법
ISHIP : 여러 미국 내 배송 업체 [DHL, UPS, USPS, AIRBORNE, FEDEX]의 운송장 번호[Tracking number]를 이용하여 본 사이트
에서 미국 내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명 : www.is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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