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쇼핑몰창업도우미

온라인 쇼핑몰 창업, 이렇게 시작하세요!
1. 창업준비

2. 창업교육
3. 도메인 등록
4. 쇼핑몰 구축
5. 쇼핑몰 디자인
6. 결제시스템

7. 쇼핑몰 홍보
8. 창업 관련 FAQ

1. 창업준비 _ 아이템 선정
온라인 쇼핑몰 창업준비, 아이템 선정에서시작!
○ 아이템 선정은 온라인 쇼핑몰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시장조사와아이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아이템을 선택한다면성공 창업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창업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템 선기준

1. 창업준비 _ 아이템 선정
❖ 주요 아이템별도매시장
업종(아이템)

도매시장

1. 의류 및 패션잡화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유/아동복, 임부복, 중/장년층 의류)

2. 문구 및 완구

동대문 및 천호동 문구/완구 도매시장

3. 생활용품 및 아이디어 상품

화곡동 및 부천 생활용품 도매단지
중부시장(전통 건어물), 청량리 땡 처리 시장(가공식품)

4. 식품 및 식품재료

남대문 도매시장(수입품 및 가공식품 일부)
국제시장(수입식품)

5. 자동차용품

장안평 중고매매시장 주변

6. 액세서리

남대문 도매시장

7. 온라인 도매시장

카페24 패션 도매몰 서비스

8. 중국 도매시장

이우 도매시장(모든 아이템 판매)
광저우 도매시장(의류, 신발, 시계, 잡화 등)

1. 창업준비 _ 행정신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사항입니다.
단,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고 주요사항
접수처

* 사업자등록신고•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사항!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사업자 등록 신청서(개인 사업자용)
#. 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일자 신청 시 원본 제시

준비서류

- 본인 명의로 된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첨부
#. 사업장 도면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2인 이상 공동 사업 시 증명 서류 첨부(동업 계약서 등)
#. 본인 신분증

1. 창업준비 _ 행정신고
❖ 사업자등록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기간
1. 사업장결정

2. 과세 vs면세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차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구비
업종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확인
: 겸업일 경우 과세사업으로 등록
간이과세자 등록 할 경우 간이과세 배제규정 확인
: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 권장

4. 인/허가사항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구비

5. 동업계약

2인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업할 경우 동업계약서 작성

1. 창업준비 _ 행정신고
❖ 통신판매업신고 주요사항

접수처

1. 준비서류

오프라인 접수 ☞ 사업장 관할 시 • 군 • 구 청 경제관련 부서
온라인 접수 ☞ 민원24 (www.minwon.go.kr)
#. 온라인 신청 : 민원 제출 구비서류 없음(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한함)
#.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2. 주요기재항목

#. 인터넷 도메인 이름(쇼핑몰 URL) – 쇼핑몰 대표 도메인이 설정된 상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ICC 3층 카페24㈜
#. 사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3. 비용

면허세 45,000원(간이과세자 면제)

1. 창업준비 _ 행정신고
❖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요령
① 법인명(상호) : 직접입력
② 사업자등록번호 : 직접입력
③ 사업장 소재지 : 주소 선택 및 특수주소 직접 입력
④ 전화번호 : 직접입력
⑤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항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소
- 신청인 전화(대표자)
⑥ 전자우편 주소 : 직접입력
⑦ 인터넷 도메인 : 직접입력
⑧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주소 선택 및 특수주소 직접 입력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5(목동) KT-ICC 3층
카페24㈜
⑨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⑩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

1. 창업 준비 _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성공적 창업을 위한 나침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창업계획을 객관화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성공 창업을 위한 전략지도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
다.

1. 창업 준비 _ 사업계획서 작성
최적의 업무 환경이 성공 창업 키워드!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 택배 시스템, 촬영 스튜디오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창업
센터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카페24 창업센터에서 쇼핑몰 솔루션 구축부터 사무공간, 창업교육 및 컨설팅까지 온라인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카페24 창업센터장점

월 임대료 외 추가 비용No!!

건당 1,600원 저렴한택배비!

다양한 촬영 스튜디오 365일 이용!!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진행!

soho.cafe24.com

2. 창업 교육 _ 카페24 교육센터
체계적 창업교육이 성공 창업 지름길!
성공 창업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 집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는 쇼핑
몰 구축부터 사진촬영, 홍보와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24 교육센터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본사항부터 성공사례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맞춤교육을 제공합니다.

edu.cafe24.com

3. 도메인 등록 _ 작성 방법
도메인은 쇼핑몰 인지도 위한 필수요소!
도메인은 인터넷에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쇼핑몰 주소가 됩니다.
도메인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로서 고객의 쇼핑몰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자신의 쇼핑몰에 적절한 도메인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온라인 창업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 도메인 작성 방법
1.

기억하기 쉬운 단어들을 조합하여만든다.

2.

회사명을 사용하여 만든다.

3.

주력 아이템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조합하여만든다.

4.

8~10자를넘지 않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로 만든다.

5.

유사 도메인, 유명 상표 등에 편승한 도메인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6.

일반 명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한다.

7.

숫자와 기호는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한다.

3. 도메인 등록 _ 구매 및 등록
카페24에서 도메인 구매와 등록을 한 번에!
카페24 도메인센터를 통해 영문, 한글, 한국 도메인을 간편하게 구매•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페24에서 쇼핑몰
도메인을 구매하면 카페24 네임서버로 자동 연결됩니다.
* 타사에서 등록한 도메인의 경우, 네임서버를 카페24로 변경해주어야 하며, 변경 후 적용까지 약 24시간~48시간이 소요됩니다.

❖ 카페24 도메인 부가서비스
무료 포워딩
무료파킹

웹사이트에 여러 도메인을 자동 연결해 주는 기능
도메인 등록 후 웹사이트 구축이 안 된 경우 안내 페이지로 연결

hosting.cafe24.com

4. 쇼핑몰구축
쇼핑몰 솔루션 선택기준은 다양한 기능!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은 고객에게 보여지는 쇼핑몰 사이트와 운영에 필요한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쇼핑몰 솔루션은
창업자의 운영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쇼핑몰 솔루션 비교

4. 쇼핑몰 구축 _ 카페24 쇼핑몰
400만 창업자가 선택한 카페24 쇼핑몰 솔루션!
쇼핑몰 제작은 물론 저장공간과 트래픽 무제한 무료! 카페24에서 성공 창업을 시작하세요.
❖ 카페24 쇼핑몰 장점
설치비 무료

이용료 무료

호스팅비 무료

모바일 쇼핑몰
구축 무료

상품등록 수
무제한

상품이미지 용량
무제한

※ 오픈마켓(외부사이트) 사용 제외

보안서버 무료

무료 디자인 제공

트래픽 무제한

※ 오픈마켓(외부사이트) 사용 제외

echosting.cafe24.com

4. 쇼핑몰 구축 _ 카페24 쇼핑몰
회원가입만으로 쇼핑몰 창업이 가능!
카페24 쇼핑몰센터 (echosting.cafe24.com) 에 접속해서 [쇼핑몰 만들기] 를 클릭한 뒤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스마트 쇼핑을 위한 모바일 쇼핑몰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쇼핑몰도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echosting.cafe24.com

4. 쇼핑몰 구축 _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는 운영전략의 기본!
1

① 관리자 페이지(Admin)에서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② 초기 화면에서는 쇼핑몰 운영 현황,
접속통계, 부가서비스 사용내역, 기능 업그레이드,
마케팅 TIP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Eclogin.cafe24.com/shop)에서
상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쇼핑몰디자인
쇼핑몰 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제작!
○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은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과 쇼핑몰의 컨셉트를 고려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 웹 디자이너에게 맡길 경우, 벤치마킹 사이트와 제작 컨셉트를 명확하게 제시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 카페24에서는 필요한 기능과 아이템별로 제작한 다양한 기본 디자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d.cafe24.com

5. 쇼핑몰 디자인 _ 카페24 스마트디자인
쉽고 간편한 쇼핑몰 디자인, 스마트디자인!
○ 웹 표준을 지원하는 스마트디자인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 기기에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 깨짐 현상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디자인은 초보자도 쉽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있으며,
제한 없이 원하는 디자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http://ecsupport.cafe24.com/design/smart_design.html

5. 쇼핑몰 디자인 _ 카페24 디자인센터
합리적 가격의 디자인 직거래 장터
카페24 디자인센터 (echosting.cafe24.com) 에서는 2만2천여 명의 전문 웹 에이전시와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은 물론 쇼핑몰 제작에 필요한 모든 디자인 소스
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결제시스템 _ 쇼핑몰 결제수단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으로 쇼핑몰 신뢰도 상승!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지불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쇼핑 편의성과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에스크로를 통해 상품 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PG(전자결제)

안전한 결제를 지원하며,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상품 주문 시 휴대폰 하나만으로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결제

결제한 금액은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는 후불 결제 서비스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기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간편결제

카드 및 계좌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온라인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빠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PG사별로 강력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등록된 카드 및 계좌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6. 결제시스템 _ PG 계약
단 한번의 신청으로 PG 계약 완료!
카페24는 검증된 국내 최고의 PG(전자결제)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해 PG 를 신청하면 쇼핑몰에 필요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LG U+

NHN KCP

이니시스

세틀뱅크

KSNET

나이스 올더게이트

올앳

1544-7772

1544-8662

02-3430-5858

1544-8558

1544-6030

1661-7335

02-3783-9990

❖ PG 서비스 신청절차

01. PG회사선택

02. 신청서작성및
가입비 납부

03. 계약서발송
(PG사에 우편접수)

*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카페24 쇼핑몰 어드민에서 서비스 신청 후 작성하여 PG사에 우편 접수합니다.

04. 카드사등록
(심사)

05. 서비스 신청완료

6. 결제시스템 _ 휴대폰결제 계약
단 한번의 신청으로 휴대폰결제 계약 완료!
카페24는 검증된 국내 최고의 휴대폰결제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해 PG를 신청하면 쇼핑몰에 필요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다날

02-2018-2114

031-697-1232

❖ PG 서비스 신청절차

01. PG회사선택

02. 신청서 작성및
가입비 납부

*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페24 쇼핑몰 어드민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3. 서비스 신청완료

6. 결제시스템 _ 간편결제 계약
단 한번의 신청으로 간편결제 계약 완료!
카페24는 검증된 국내 최고의 간편결제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카페24를 통해 PG 를 신청하면 쇼핑몰에 필요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음카카오)

페이나우 (LG U+)

케이페이(이니시스)

1544-8665

02-2099-2424

1544-7772

02-3430-5858

❖ PG 서비스 신청절차

01. PG회사선택

02. 신청서작성및
가입비 납부

*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페24 쇼핑몰 어드민에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발송
(PG사에 우편접수)

04. 카드심사

05. 서비스 신청완료

7. 쇼핑몰홍보
온라인 쇼핑몰, 존재를 알려야 성공!
최적의 고객 유입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매출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야 고객을 끌어 들여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창업단계에 맞춰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24 마케팅센터는 전문가 그룹이 최첨단 성과분석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합니다.

cmc.cafe24.com

7. 쇼핑몰 홍보 _ 검색엔진 등록
쇼핑몰 홍보의 기본은 검색엔진 등록!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 사이트에 쇼핑몰을 등록하는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홍보방법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쇼핑몰을 등록하면 검색결과에 따라 쇼핑몰 주소 (URL) 와 정보가 사이트 영역에 노출됩니다.

7. 쇼핑몰 홍보 _ 키워드 광고

특정 키워드를 구매하여 사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결과에 광고주의 사이트(쇼핑몰)를 노출시키는 형태의
온라인 광고입니다.

cmc.cafe24.com

7. 쇼핑몰 홍보 _ 쇼핑 이미지 광고
검색 포털 이용자들의 쇼핑을 위한 상품검색 형태의 온라인 광고로,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박스, ZUM 쇼핑박스 등이 있습니다.
쇼핑 이미지 광고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광고상품과 계약을 통해 고정가로
구매하는 광고 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판매방식과 광고 상품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마다 다릅니다.

[ 이미지출처: 네이버 ]

cmc.cafe24.com

8. 창업관련FAQ
Q. 쇼핑몰 호스팅은무료인가요?
무료로 평생 계속 이용하실 수있습니다.
초기 세팅비, 관리비, 사용료, 호스팅비, 회원가입비 모두 무료입니다.

Q. 무료 서비스는 어디까지 인가요 ?
쇼핑몰 솔루션과 쇼핑몰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쇼핑몰의 상품 등록과 쇼핑몰 개별 디자인은 직접 진행하셔야합니다.
전문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카페24가 운영하는 디자인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cafe24.com

Q. 카페24 쇼핑몰 호스팅을 운영하는 곳은 믿을 만한가요?
쇼핑몰 호스팅을 운영하는 카페24㈜는 1999년 설립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카페24 쇼핑몰 호스팅서비스 이외에 ‘대한민국No1 카페24호스팅 서비스, 카페24디자인센터, 홈페이지 제작 빌더호스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24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를 믿고 쓰세요.

1588-3413
AM 09:00 ~ PM 06:00(토, 일, 공휴일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