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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점 전 준비사항

입점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입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점 승인이 완료되어야 마케팅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유형에 따라 입력 정보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 [쇼핑몰 유형에 해당]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명 서류 1부 

• [쇼핑몰 유형에 해당] 결제 서비스 현금 에스크로 적용 이미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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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 유형 이해하기

마케팅센터에 가입하기에 앞서 가입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입 유형에는 쇼핑몰과 셀러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입점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주세요. 

쇼핑몰 

• 자체 쇼핑몰 사이트가 있는 경우 입니다. 

• 카페24, 고도몰, 메이크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EC호스팅사를 사용하거나 독립몰에 해당합니다.

셀러 

• 자체 쇼핑몰 사이트가 없는 경우 입니다. 

• 플레이오토, 이셀러스와 같은 쇼핑몰 통합관리솔루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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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01. 로그인 
이미 가입된 판매자 이거나, 마케팅센터 계정이 있으시다면 바
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02. 회원가입 
아직 마케팅센터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1
2

원더쇼핑 입점 및 마케팅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마케팅센터 계정이 필요합니다.  
마케팅센터 계정을 한 번 생성하면 서브 쇼핑몰 추가 가입 시에도 하나의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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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쇼핑몰 유형 입점하기

자 이제 원더쇼핑 입점을 시작해볼까요? 
마케팅센터 로그인 후에 입점신청 페이지에서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먼저 [쇼핑몰] 유형의 입점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쇼핑몰] 유형 입점 절차 

01. 쇼핑몰,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02. 심사 및 입점 완료  
03. 상품 정보 등록 및 캐시 충전  
04.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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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쇼핑몰 정보 입력 
- 각 항목에 쇼핑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동일한 쇼핑몰명, 쇼핑몰 URL의 중복 입점은 제한됩니다. 
- 내 쇼핑몰명 또는 쇼핑몰 URL 으로 이미 입점이 되어 있거
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02. 사업자 정보 입력 
- 각 항목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쇼핑몰을 입점할 수 있
습니다.  
- [중복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4-1. 쇼핑몰 입점 신청서 작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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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비 서류 제출 
- [+파일선택] 을 클릭하여 필요서류를 등록해주세요. 
- [샘플보기] 클릭 시 각 예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파일 : JPG, PNG, JPEG, GIF (최대 10MB) 

04. 담당자 정보 입력 
- 운영 담당자 
  : 마케팅센터에서 쇼핑몰을 관리하는 담당자 입니다. 운영 
담당자 연락처로 입점 상황 및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
니다. 
- 세금계산서 담당자 
  :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입력합니다. 

3

4

4-1. 쇼핑몰 입점 신청서 작성

!8



05. 약관 동의 
- 마케팅센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06. 내용 미리보기 
-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최종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입점 심사에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에 입력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07. 입점 신청하기 
- 입력 내용 확인 후 [입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점 신
청 완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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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쇼핑몰 입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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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등록하신 운영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로 안내해드립니다.

4-2. 쇼핑몰 입점 신청 완료

a. 입점이 반려된 경우 
 - 입점 신청 반려 시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 드리며, 마케팅센터 입점 페이지
에서 상세한 반려 사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조
치 후 다시 입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입점이 승인된 경우 
 - 이제 마케팅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센터에서 상품 DB URL 등록 및 캐시 충전을 진행한 뒤 원더쇼핑
에 상품을 판매해보세요 : ) 
 - 상품 등록 방법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은 우측 FAQ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10



5. 셀러 유형 입점하기

쇼핑몰 유형의 입점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셀러] 유형의 입점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케팅센터 로그인 후에 입점신청 페이지에서 가입 유형 [셀러] 를 선택합니다.

[셀러] 유형 입점 절차 

01. 쇼핑몰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02. 풀필먼트사에 아이디, 토큰번호 입력 
02. 심사 및 입점 완료  
03. 캐시 충전  
04.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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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쇼핑몰 정보 입력 
- 각 항목에 쇼핑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동일한 쇼핑몰명, 쇼핑몰 URL의 중복 입점은 제한됩니다. 
- 내 쇼핑몰명 또는 쇼핑몰 URL 으로 이미 입점이 되어 있거
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02. 구비 서류 제출 
- [+파일선택] 을 클릭하여 필요서류를 등록해주세요. 
- [샘플보기] 클릭 시 각 예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파일 : JPG, PNG, JPEG, GIF (최대 10MB)

2

5-1. 셀러 입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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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03. 담당자 정보 입력 
- 운영 담당자 : 마케팅센터에서 쇼핑몰을 관리하는 담당자 입니다. 운
영 담당자 연락처로 입점 상황 및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담당자 : 세금계산서를 수신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입
력합니다. 
 
04. 약관 동의 
- 마케팅센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05. 내용 미리보기 
- 작성한 신청서 내용을 최종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입력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06. 입점 신청하기 
- 입력 내용 확인 후 [입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점 신청 완료!  

5-1. 셀러 입점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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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셀러 입점 신청 완료

a. 입점이 반려된 경우 
 - 입점 신청 반려 시 마케팅센터 입점 페이지에서 상세한 반려 사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조치 후 재입점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입점이 승인된 경우 
 - 이제 마케팅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센터에서 캐시를 충전한 뒤 원더쇼핑에 상품을 판매해보세요 : ) 
 - 상품 등록 방법 및 서비스 이용 방법은 우측 FAQ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점 신청이 완료되면 이용 중인 풀필먼트사 홈페이지에  마케팅센터 아이디와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방법 및 위치는 해당 솔루션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토큰번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입점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등록하신 운영 담당자 이메일과 연락처로 안내 드립니다.

!14



FAQ

Q. 입점 신청 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입점 신청이 ‘반려’ 상태일 경우에만 입점 신청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점 후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마케팅센
터 [쇼핑몰 정보 관리 > 정보수정, 정보변경신청]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입점이 반려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점 신청 반려 시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 드리며, 마케팅센터 입점 페이지에서 상세한 반려 사유와 해결 방법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조치 후 다시 입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점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apply@wemakeprice.com 으로 보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Q. 마케팅센터에 이미 입점되어 있습니다. 추가 입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정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개의 쇼핑몰을 입점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센터에 로그인 후 
프로필 하단 [추가 입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서브 쇼핑몰을 입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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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서류는 어떻게 제출 해야 하나요? 
A. 모든 서류는 온라인 첨부가 가능합니다.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파일 형태로 첨부해주세요.

Q. 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마케팅센터 사이트는 크롬(Chrome)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크롬을 이용해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
다. 또한 업로드 하려는 문서의 용량과 파일 형식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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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Document.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apply@wemakeprice.com 을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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