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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MA 는 100% 일본 로컬 마켓으로 입점 신청서 기입은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또는 영어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 입점 서식 도중에 [가타카나로 입력해주세요] 와 같은 부분들은 , Google 에서 “한국어 가타카나 변환“ 등으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을 위해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구글 번역서비스로 좀 더 편하게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어 - 한국어

-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잘못된 의미의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이드와 병행하셔야 좀 더 정확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BUYMA
입점서식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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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사항] 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BUYMA에 출점하고자 하는 법인의 정보 (심사 참고 자료로서 타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BUYMA 상의 등록에 관해서 (구매자들에게 공개됩니다.)
- 정산 또는 입금 받을 계좌 정보

- https://www.buyma.com/shopentry/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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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社名회사명] : 위 칸에 한자 / 아래칸에 후리가나 (가타카나)로 적어주세요

BUYMA
입점서식 작성가이드

[法人番号법인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

[代表者名대표자명] : 위 칸에는 한자 / 아래칸에 후리가나 (가타카나)로 적어주세요

[代表者生年月日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サイトURL사이트 URL] : 판매 대상 브랜드의 사이트 URL이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コーポレートサイトURL법인 URL] : 법인 자체에 URL이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없으면 なし로 기재해주세요

[お取り扱い予定商品취급예정 상품] : 윗 칸에는 취급 예정 상품군 (예: 지갑, 백, 손목시계 등)
[お取り扱い予定ブランド취급예정 브랜드] : 아래 칸에는 취급 예정 브랜드 (예: 샤넬, 코치, 토리버치 등)
-> 취급예정 브랜드 항목 미기재시, 심사 탈락되므로 필수 기입해주세요.

[担当者電話番号담당자 연락처] : 해외의 경우 국가 번호 +82 부터 기재해주세요

[設立年月日법인 설립연도] : 법인 설립연도를 기재해주세요
[資本金자본금] : 윗 칸에는 자본금(숫자 다음에 ウォン을 표기해주세요.)                                 

[年商연 매출액] : 숫자 다음에ウォン를 표기해주세요

[在庫について재고에 관해서] : 상품을 창고등을 통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체크해주세요

[配送について배송에 관해서] : 5 영업일 이내에 발송이 가능한 경우 체크해주세요

[事業内容사업내용] : Cafe24:셀러님의 사업자등록번호 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입점 신청 시 본인 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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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MA
입점서식 작성가이드＿사업내용(事業内容)항목에 대해서

[事業内容사업내용] : 첫 줄에는 “cafe24:셀러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두번째 줄부터 사업 내용을 일본어로 1,000자 이내로 기재해주세요.(브랜드, 샵 소개 등) 

Cafe24 : 셀러님의 사업자등록번호(필수!!!)
사업자 등록 번호 기재 후, 사업 내용 소개문을 작성합니다

(브랜드、스토어 소개 등)

CAFE24를 통한 입점 신청 사실을 기재해 주셔야, 
입점 신청 시 본인 확인 서류를 3가지로 간소화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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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ショップネーム샵 네임] : 일본어/영어(2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신청 이후 변경 불가입니다.

BUYMA
입점서식 작성가이드

[PCメールアドレスPC메일주소] : PC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パスワード패스워드] : 영문 8자 이상 ~ 20자 이내

[事業責任者名（漢字）사업 책임자명] : 앞 칸에 성(性)을 뒤에 칸에 이름(名)을 기재해주세요
[ 事業責任者名（フリガナ) 사업 책임자명] :앞 칸에 성(セイ)을 뒤에 칸에 이름(メイ)을 기재해주세요

[国국가] : 국가를 선택해주세요. 한국의 경우 韓国

[会社名회사명] : 회사 이름을 일본어 혹은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郵便番号우편번호] : 해외 거주하시는 분은 입력 불필요 입니다.(한국 거주이시면 입력 불필요)

[都道府県도도부현] : 항목에서 최하단의 海外를 선택해주세요

[電話番号전화번호] : 국가번호 82- 부터 기재해주세요

[営業時間영업시간] : 일본시간 (한국과 일본 시차 동일)을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250자 이내
예) 10:00 ~ 19:00 (土、日、祝日除く)

10:00 ~ 19:00 (토, 일, 축일(휴일) 제외)

[住所주소 1, 2] : 주소 1에는 시, 구, 동 / 도로명의 경우 도로명까지
주소 2에는 그 이하 번지, 건물명, 호수를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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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機関コード금융기관코드] : 숫자 4글자의 일본금융기관코드를 입력해주세요

BUYMA
입점서식 작성가이드

일본 내에 정산 받으실
계좌가 있는 경우国内

일본 국외의 계좌로 정
산 받으실 경우는海外

[店番号은행 점포 번호] : 숫자 3글자의 은행 점포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預金科目예금 종류] : 보통普通 / 당좌当座 / 저축貯蓄 중 해당하는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口座番号,名義구좌 번호, 명의] : 7자리의 구좌번호 / 구좌명의(가타카나)로 입력해주세요

[銀行名,支店名은행, 지점명] : 거래 은행명, 지점명을 확인한 후에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支払支店住所지불 지점 주소] : 입금될 은행의 주소를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銀行の国名은행 국가명] : 은행의 국가를 입력해주세요. Republic of Korea  

[口座番号계좌 번호] :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口座名義人名계좌 명의인 이름] : 계좌 명의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계좌명의 입력 시 허용되는 문자 형식은 [.], [-], [영어대문자]만 가능합니다.

[口座名義人居住国계좌 명의인 거주 국가] : 계좌 명의인의 거주 국가를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口座名義人住所계좌 명의인 주소] : 계좌 명의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現地での受け取り通貨현지 수취 통화] : 현지에서 수취할 통화 화폐를 기재해주세요 KRW  

[SWIFT CODE] : 거래 은행의 SWIFT CODE를 확인한 후에 기재해주세요

BUYMA 사무국에서 세일 정보, 할인 쿠폰 정보 등을 발신합니다. 
필요할 경우 체크해주세요

[IBANもしくは ABAナンバー] : 
없으신 경우에는 숫자 “0” 을 기입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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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신청 후, BUYMA 측에서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해주세요. 

- 카페24 경유로 BUYMA에 입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3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1. 영문 사업자등록증 / 2. 본인확인서류 (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기재 필수 예 :여권) / 3. CAFE24 자사몰 상품 재고 관리 Excel 자료
- shop@buyma.com 으로 상기 3가지 서류를 각각 PDF 파일로 첨부하여 송신해주세요. (제출 서류 송신 가이드 관련하여 다음 슬라이드를 확인해주세요.)

- 영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영문으로 표기된 본인확인서류(예시 : 여권, 영문 운전면허증) 

- 카페24 자사몰 상품 재고 관리 Excel 자료 (3가지 항목 : 상품명 /영문 상품명 / 재고수량 다운로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상기 정보들은 제출 입점 서식에 기입하신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가지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shop@buyma.com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고유식별번호 (예: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은 마스킹 조치 혹은 보이지 않게 처리하셔서 발송해주세요)

<본인확인서류 관련 사항>

mailto:shop@buyma.com
mailto:shop@buy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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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MA - 제출 서류 송신

※ 본래 제출 서류는 5가지 이지만, 카페24 마켓플러스를 경유하여 입점하시는 경우 3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3가지 서류 : 1.영문 사업자등록증 / 2.본인확인서류 / 3.CAFE24 자사몰 상품 재고관리리스트 (엑셀파일 형태가 필요하며, CAFE24 내 추출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본인확인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고유식별번호 (예: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은 마스킹 조치 혹은 보이지 않게 처리하셔서 발송해주세요)

입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하단 이미지와 같이 입점 제출 서류 안내와 바이마 사무국에서 입점 신청 알림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기존 요구 서류 간소화 서류

1. 인감증명서
2. 등기부등본
3. 출점신청서
(신청서 기입 후, 인쇄하여 제출)
4. 사입처 영수증
(인보이스,청구서)
5. 재고증명서
(사입 브랜드 재고표)

1. 영문 사업자등록증 (PDF 형식)
2. 본인 확인서류(대표자 성명과 대표자 생년월일 기재

필수 예: 여권 –유효기간 有) (PDF 형식)
3. CAFE24 자사몰 상품 재고표 (Excel 형식)

(3가지 항목 필수 포함: 상품명 / 영문 상품명 / 재고수량)

※ 메일 송부처 : shop@buyma.com

mailto:shop@buyma.com


BUYMA - CAFE24 자사몰 상품 재고 관리 Excel 

2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 목록 아래
의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

3
1. 품목 다운로드에서 양식선택
항목 (기본양식 - 다운로드 양식
관리 클릭) 
2. 품목 다운로드 양식관리의 선
택항목에서 기본양식이 아닌 '새
로운양식 추가’ 를 선택

4
1. 항목에서 상품명, 영문상품
명, 재고 수량 항목만 선택 추가
2. 양식명은 바이마 재고표로 저
장

1
카페24 쇼핑몰센터
1. 상단 상품관리 메뉴 클릭
2. 재고관리 탭 클릭
3. 상품 재고관리 클릭

Global Success Partner

5
저장 후, 품목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양식 선택 항목에서 기본 양식이 아
닌 방금 저장하신 바이마 재고표 (상
품명, 영문상품명, 재고수량 항목)를
선택

6
비밀번호 입력 후 엑셀파일요청

7
다운로드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카페24 자사몰에서 3가지 항목(상품명 / 영문상품명 / 재고수량) 다운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파일명 :  (샵네임)CAFE24在庫データ로 저장

STEP



BUYMA – 바이마 사무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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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가지 문서가 준비되셨으면 shop@buyma.com으로 전송하여 주세요.

※ 각각의 파일명은 (샵네임)事業者登録証 (샵네임)本人確認身分証 (샵네임) CAFE24在庫データ로 저장 후 전송

※ 입점 신청서와 심사 서류(3가지)를 제출 하시면 상기 화면과 같은 서류 도
착의 안내 메일이 바이마측으로부터 송신됩니다. 이후 심사결과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아래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今回CAFE24経由で法人出店申込書を提出しました。
審査のために関連書類3点と、ショップネーム、
メールアドレスを配信いたします。

- Shop ネーム : (입점 신청에 기입하신 샵이름)
- メールアドレス : (입점 신청서에 기입하신 메일주소)

ご確認宜しくお願い致します。

사업자 등록증 본인확인증명서 CAFE24재고 데이터

mailto:shop@buy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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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심사는 영업일 기준 1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승인 이후에는 마켓플러스 통해 상품 연동 및 등록하여 편하게 바이마를 운영하세요! 

- 승인이 된 이후부터는 마켓플러스 통하셔서 편하게 상품, 주문의 연동을 통해 BUYMA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BUYMA측에서 입점 서식 및 제출 서류의 확인에는 영업일 기준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출 이후 입점 신청 관련된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스팸 메일함 또는 입점 신청 당시 기입하셨던 이메일 주소 모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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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 서식에 기입해주신 정보는 입점 심사를 위한 정보로써, 정산을 받기 위한 실제 계좌 정보는 바이마 입점 후 바이마 셀러 페이지에서 별도 작성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점 후에 계좌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바이마에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전에 꼭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
- 셀러페이지 접속 후 메뉴에서 계정정보(アカウント情報) -> ショップ情報設定変更 (샵 정보설정 변경) 을 클릭해주세요.
- 아래 사진의 商品代金振込先 (상품대금송금처 )항목에서 登録希望の場合はこちら (등록희망의 경우는 이쪽으로)를 클릭하시면 계좌 정보 입력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계좌 정보 입력의 페이지에서 口座情報の送信はこちら(계좌정보 송신은 이쪽으로)를 클릭해주세요. 

アカウント情報 (계정정보)

ショップ情報設定変更 (샵 정보 설정 변경)

登録希望の場合はこちら(등록 희망의 경우는 이쪽으로)

商品代金振込先(상품대금송금처)

口座情報の送信はこちら
(계좌 정보 송신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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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名前(社名)] :이름, 상호명 (자동표시됨)

[メールアドレス] :메일주소 (자동표시됨)

[お問い合わせ詳細 2] 
: 해당 항목 입력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 드립니다.

[お問い合わせ詳細]  
: 아래의 문장을 입력 또는 복사해서 붙여주세요.
“商品代金振込先の海外口座登録をお願い致します。”

1. [お問い合わせ種別］ 2. [お問い合わせ大分類］ 3. [お問い合わせ小分類］
: 위 세가지 항목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항목이니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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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口座情報 【必須】 은행계좌 정보 [필수]

銀行名：은행명(거래 은행명, 지점명을 확인한 후,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支店名：지점명(영어대문자로 작성)
支払支店住所：입금될 은행의 주소를 영어로 기재해주세요. 
銀行の国名 : 은행의 국가를 입력해주세요.  Ex)Republic of Korea

口座番号：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口座名義人名：계좌 명의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 계좌명 입력 시 허용되는 문자 형식은 [.] , [-], [영어대문자]만 가능합니다.

口座名義人居住国：계좌 명의인의 거주 국가를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口座名義人住所：계좌 명의인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해주세요. 

現地での受け取り通貨：수취할 통화 화폐를 기재해주세요. Ex)KRW
SWIFT CODE：11자리수 / 8자리수인 경우 끝에 XXX 추가

▼以下のうち、あてはまる項目이하 해당되는 계좌일 경우 아래 정보도 기입해주세요. 

IBAN（主にヨーロッパ圏）：주로 유럽권
ABA NUMBER（アメリカ）：미국
ROUTING NUMBER （カナダ）：캐나다
SORT CODE（イギリス）：영국
BSB NUMBER（オーストラリア）：호주
CLABE（メキシコ）：멕시코

기본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을 완료하신 후에는［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同意する(개인정보 취급에 동의합니다.］체크를 하시고,
[入力内容を確認する(입력내용을 확인합니다)] 버튼을 누르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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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입력하신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 수정사항이 없으시면 この内容で確定する(이 내용으로 확정하기)를 클릭해주세요.

- 수정사항이 있으시면戻る(돌아가기)를 클릭하셔서 수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FGS팀 마켓플러스팀

Global Success Part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