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계약 안내

Alipay[支付宝] 신청 절차
I.

알리페이 계약조건 안내
* Setup fee(세팅비) : $1000USD (한화 약 120만원)


계약서 발송은 메이크글로비에서 대행해주나, 세팅비는 알리페이 측에 직접 해외송금.

*수수료 : 4%
II.

서비스 사용 상세 절차
<서비스 처리절차>
1.

알리페이 신청서, 계약서 작성 (1~2일 소요)


알리페이 신청서 Excel파일 및 계약서 Word파일 작성:



문서 작성 후 아래 문서들을 메이크 글로비에 메일 발송. ( 문서 확인 )



메이크 글로비에서 문서 확인 후 알리페이에 이메일로 전달 ( 알리페이 검수 )
< 다음 노랭색 칠한 부분과 같이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USD 입금할 은행계좌 정보(영문 회사명/은행계좌 등) 외화통장앞면 스캔본
(※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외화통장을 만드세요!)
2) 사업자등록증 (영문, 국문 원본 ) 컬러 스캔본 PDF문서
3) AlipayApplication-2011 (알리페이 신청서) CEO 사인, 법인 인감 날인한 컬러 PDF
4) Integrated System-Three Parties-AlipayServiceContractct (알리페이 계약서) Word 파일
5) Commitment Letter(약정서) 컬러 스캔본 PDF문서
6) Etao 입점 자료 ( Etao 입점 희망 시 )
알리페이 신청서와 알리페이 계약서, 2문서에서 입력하는 회사명은
꼭 입금한 외화통장에서 기재하는 영문회사명과 일치해야 함.
2.

알리페이 신청서, 계약서 심사 요청 (7~15일 소요)


알리페이에서 문서 검수 완료 시 원본 직인 날인 후 메이크글로비에 우편 발송.



메이크 글로비에서 문서 확인 및 날인 후 Alipay에 계약서 EMS 발송.

1) 알리페이 신청서 ( CEO 사인과 법인인감 날인 후 ) 원본 1부
2) 알리페이 계약서 ( CEO 사인과 법인인감 날인 후 ) 원본 4부
3) 사업자등록증 (영문, 국문 ) 컬러 사본 각1부
3.

알리페이 및 E-tao 심사통과 안내 메일 확인


알리페이 ID, Code 확인 후 메이크글로비에 내용 전달
예) Your partner ID is: 2088xxxxxxxxxxxx .
Your security code is: 7ms04xxxxxxxxxxxx영문숫자혼합문자열 발송



E-tao 입점 관련 ID, Password 확인 후 메이크글로비에 내용 전달
예) id : xxxx官网
Password: taobao1234

4.

알리페이 초기세팅비 1,000불을 알리페이 송금 _ (계약완료된 계약서 수령 후 1주일 내)
* 알리페이 계약서 가지고 은행에서 중국 알리페이에게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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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알리페이 계약서 없으시면 송금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리페이 계좌 정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정보)



1) 지정된 은행명: CHINA MERCHANTS BANK HANGZHOU BRANCH
2) 업체명: Alipay.com Co.,Ltd
3) 계좌번호: 571904478210901
4) SWIFT code: CMBCCNBS281
5.

글로비 관리자> 알리페이 결제시스템 셋팅

III. 정산
- 누적 판매액 USD 5,000(한화 약 600만원) 도달 시, 해당 상점의 한국 은행 계좌로 외환 송금
( 수수료 제외, 각 상품 판매 시의 환율로 USD로 정산 )
- 주기(주, 월, 분기 단위)별 정산도 가능 ( 단, 추가 수수료 발생 )
- Alipay 어드민 ( alipay 결제 확인 페이지 ) : https://forexprod.alipay.com/login.htm
아이디

: 알리페이 계약 문서에 작성한 이메일

패스워드: 작성한 이메일 @앞 영문,숫자 포함 8글자 ( 8글자 미달 시 0 삽입 )
예) user1@makeshop.com ( pass: user1000)
<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이메일 주소는 차후 알리페이 아이디로 사용. ( 신중한 결정 필요 )

2.

계좌 정보 입력 시(USD 입금 가능한 은행계좌)
Name of bank designated by Party A : 은행명
Name of account holder : 사업체 명(실제 계좌명의와 관계없음)
Account number : 계좌번호
SWIFT code : 국제 은행코드

3.

계약서상 Party A의 회사명과 Account holder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국내 주요 은행 영문명 및 SWIFT code 목록
국민은행KOOKMIN BANK / SWIFT CODE : CZNBKRSE
신한은행SHINHAN BANK / SWIFT CODE : SHBKKRSE
우리은행WOORI BANK / SWIFT CODE : HVBKKRSEXXX
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 SWIFT CODE : KOEXKRSEXXX
농협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 SWIFT CODE : NACFKRSEXXX
하나은행HANA BANK / SWIFT CODE : HNBNKRSE
한국씨티은행CITIBANK KOREA / SWIFT CODE : CITIKRSX
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 SWIFT CODE : IBKOKRSEXXX
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 SWIFT CODE : SCBLK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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