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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 절차

글로벌셀러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후

추가 서류 이메일 접수

접수된 서류 확인 & 심사

글로벌셀러

승인 완료 메일 수신

판매 시작 !

심사 기준 충족 시 승인

접수된 메일 계정으로

반려 사유를 포함한

심사 미통과 메일 발송

글로벌셀러

심사 기준 충족 시 승인

심
사

기
준

미
달

시

!!  globalseller@corp.auction.co.kr

주소에서 발신된 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 서류 회신

재심사 1회 제한,

2차 미통과 시

해당 ID 사용 불가 (재가입)

mailto:globalseller@corp.auction.co.kr
mailto:globalseller@corp.auc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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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국내 사업자

① 국내 사업자

ㆍ판매자확인서

: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판매자확인서를

: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판매자확인서 작성 가이드 확인하기 (클릭)

ㆍ국내사업자등록증사본

ㆍ통신판매업신고증

ㆍ인보이스 / 구매영수증

: 판매 예정 상품을 대표자 및 실무자가 직접 구매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아직 판매 이력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 인보이스 / 구매영수증 없이 서류 제출 시,

메일 본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 기재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ㆍ대표자신분증

: 아래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호

• 대표자명

• 개업연월일

• 사업의 종류

** 최근 1년 이내 발급 분만 심사 반영 가능

** 최근 1년 이내 발급 분만 심사 반영 가능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제출 시 민감한 정보 마스킹 필수

ㆍ비즈니스통장사본



제출 서류 – 해외 사업자

② 해외 사업자

ㆍ해외사업자등록증사본

: 상호 & 대표자명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 전체

Seller’s Permit – 대표자명 명시
Business License Tax Certificate – 상호 명시

** 한 서류에서 위 두 정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 전체 제출

묶음
제출

예시

** 미국 사업자

: SSN / EIN 등 TIN 확인이 가능한 IRS 서류도 함께 제출

ㆍ인보이스 / 구매영수증

: 판매 예정 상품을 대표자 및 실무자가 직접 구매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ㆍ판매자확인서

ㆍ Bank Statement – 비즈니스계좌제출필수

: 한 서류에서 아래 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

• Beneficiary Name

• Account Number

• Bank Name / Branch / Address 

• SWIFT Code

• BAN Number

: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판매자확인서를

: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 판매자확인서 작성 가이드 확인하기 (클릭)

ㆍ대표자신분증

해외 개인/일반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대표자 여권 사본

해외 법인 사업자

• 대표자 여권 사본

** 신분증 제출 시 민감한 정보 마스킹 필수

** 은행 서류가 미비할 경우, 옥션 판매자예치금 송금 시 재요청하여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 판매자확인서 (공통 필수 제출)

2

3

1

1

판매자확인서 작성 가이드

정보 기재

2 날짜 기재

3 소명인/대리인 기재 및 서명/날인

( 서명/날인 대신 단순히 이름을 타이핑하여 제출한 경우 승인 불가)

· ID – 가입 신청한 ID ( 가입한 ID가 다를 경우 승인 불가 )

· 판매자명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

· 이메일주소 –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 판매자예치금 관련 안내 메일 수신/회신 가능한 메일 주소

· 상품번호 : 생략 가능 OR 좌측 예시와 같이 기재

· 소명내용 : 좌측 예시와 같이 기재

: 하기 내용 필수 작성

✅ 판매 예정 상품 ✅ 판매 예정 브랜드 ✅ 소명 문구

“아래와 같은 브랜드/상품 판매 예정입니다. 모든 상품은 정식

구매하였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좌측 예시와 같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기재



판매자확인서 FAQ

Q. 브랜드가없는상품판매예정인경우에는 ‘소명내용’란을 어떻게작성해야하나요?

: 브랜드가 없는 상품 판매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품 판매 예정입니다. 모든 상품은 정식 구매하였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판매 예정 상품 : 
- 구입처 : 

Q. 판매자명과담당자명을다르게작성해도서류심사가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옥션 담당 실무자가 따로 있다면 판매자명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담당자명에는 실무자의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Q. 항변 / 선처부분은선택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 기재 / 선택 없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F A Q판매자확인서



제출 방법 - 국내 사업자

① 사이트 제출

② 이메일 제출

• 국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민감한 개인 정보 마스킹 필수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서류_ID 의 파일명으로 제출한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예) 통장사본_auction2020 /  사업자등록증_aunction2020

홍길동 <hgd@domain.com>
[가입] auction2020 추가서류제출합니다.

1

2

1 이메일 제목 : [가입] ID 추가 서류 제출합니다.

2 첨부파일 : 판매자확인서 (필수) / 구매 영수증 및 인보이스

3 본문 : 예시 이미지와 같이 아래 내용 포함

• ID

• 가입 신청일

• 대표자 이름

• 판매자확인서 제출 여부
안녕하세요옥션글로벌셀러추가서류제출합니다.

인보이스/구매영수증은개업연월일이
가입신청일기준으로 6개월이내로, 생략합니다
( 개업 : 2020-12-04)

감사합니다.

예시

• 인보이스 제출 여부

• 인보이스 / 구매영수증 제출 불가 사유

3



제출 방법 - 해외 사업자

① 사이트 제출

② 이메일 제출

• 해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민감한 개인 정보 마스킹 필수

서류_ID 의 파일명으로 제출한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예) 통장사본_auction2020 /  사업자등록증_aunction2020

홍길동 <hgd@domain.com>
[가입] auction2020 추가서류제출합니다.

1

1 이메일 제목 : [가입] ID 추가 서류 제출합니다.

2 첨부파일 : 판매자확인서 / 구매 영수증 및 인보이스 / TIN서류 (미국 사업자)

3 본문 : 예시 이미지와 같이 아래 내용 포함

• 판매 예정 상품 출발국

예시

• 판매자확인서 제출 여부

• 인보이스 제출 여부

TIN_IRS서류_auction2020.pdf판매자확인서_auction2020.pdf

3

인보이스_auction2020.pdf
2

• ID

• 가입 신청일

• 대표자 이름

안녕하세요옥션글로벌셀러추가서류제출합니다.

미국사업자로 TIN 서류도함께제출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예시 – 해외 사업자 (미국)

Seller’s Permit Articles of Organization (AOI) Statement of Information (SOI)

대표자명만 확인 가능
단독 제출 시 승인 불가

대표자명 & 상호 모두 확인
단독 제출 시 승인 가능

대표자명 & 상호 모두 확인
단독 제출 시 승인 가능



서류 예시 – 해외 사업자 (미국 외)

Business License 또는
Certificate of Authority 영문 외 언어로 발급 받은 서류

상호만 확인 가능
단독 제출 시 승인 불가

영문/국문 번역본 없이
단독 제출 시 승인 불가

영문 외 언어로 발급 받은 서류

통장 사본 촬영본
직접 TYPE한 계좌 정보 캡처본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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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글로벌셀러 가입 관련 FAQ

F A Q

Q. 이미옥션글로벌셀러로가입하여상품을판매하고있습니다. 추가가입시에도모든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 그렇습니다.

신규 계정은 판매자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복수 ID 생성 안내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안내는 판매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인보이스 / 구매영수증제출시, 타사이트에서 구매한내역을캡처하여제출해도심사가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캡처 내역 안에 아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구매자 이름이 가입 신청한 대표자명 혹은 상호와 동일

- 구매자 ID가 가입 신청한 옥션 ID와 동일

- 구매자의 상품 수취 주소가 가입 신청한 판매자의 주소와 동일

Q. 판매자확인서 / 인보이스 / 구매영수증과같은추가서류는따로이메일로제출해도심사가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추가 서류는 양식에 맞게 글로벌셀러 계정으로 이메일 접수 부탁드립니다.

http://member.auction.co.kr/help/Search.aspx?topCode=N&searchword=JXVCQ0Y1JXVDMjE4JTIwJXVDNTQ0JXVDNzc0JXVCNTE0


옥션 글로벌셀러 가입 관련 FAQ

Q. 개인명의로된계좌증빙서류를제출해도심사가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이베이코리아에서는 해외 판매자의 예치금을 판매자 지정 계좌로 송금 시, 무역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송금을 진행할 경우, 수취 은행에서 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옥션에서는 비즈니스 계좌로의 송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Bank Statement라는 서류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통장앞면을촬영하여제출해도심사가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기본] 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취인과 은행의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Q. 상호와대표자명이여러서류에나뉘어기재되어있습니다. 하나만제출해도심사가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기본] 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와 대표자명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여러 서류에 나누어져 있다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판매자확인서 & 인보이스 및 구매영수증과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F A Q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는 globalseller@corp.auction.co.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mailto:globalseller@corp.auct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