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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G 서비스란?

통합 전자결제서비스(PG)

PC와 모바일 동시 사용
신청 한번으로
PC/모바일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Payment Gateway 서비스는
쇼핑몰 고객이 원활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기능(카드결제, 가상계좌 등) 을
제공하는 쇼핑몰 필수 서비스

신뢰가 가는 안심거래
쇼핑몰 고객은 편리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결제 제공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에스크로, 간편결제까지 모두 연동 가능합니다. 

매출상승에 효과적
총 결제금액 비율의 75%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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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 서비스 신청 준비

필수서류

PG서비스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공통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입금계좌 사본
(개인/법인사업자 상이)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신분증 앞뒤 복사본 1부 (공동대표 모두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금계좌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각 PG사별로 확인해주세요.
상기 내용은 KCP 기준입니다.



5 / 22

2. PG 서비스 신청 준비

쇼핑몰정보 입력

쇼핑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PG심사 승인처리 완료

쇼핑몰 기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배송/AS/환불/교환안내

1. 고도몰관리자 > 기본설정 > 기본정책 > 기본 정보 설정
2. 쇼핑몰 기본 정보 입력
3. 회사 정보 입력 : 주의! 대표전화번호 > 유선전화번호

(ex: 070,050, 02 등으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4. 고객센터 정보 입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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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 서비스 신청 준비

쇼핑몰정보 입력

쇼핑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PG심사 승인처리 완료

내쇼핑몰 화면

41 2 3

1. 고도몰관리자 > 기본설정 > 기본정책 >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입력
3. 고도몰관리자 > 기본설정 > 상품정책 > 상품 상세 이용안내 관리
4. 상품 상세 이용안내 관리 > 4개 PART 수정(자사몰 기준)

배송안내 / AS안내 / 환불안내 / 교환안내
내쇼핑몰 > 상품상세페이지 > 하단 > 입력내용 확인

쇼핑몰 기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배송/AS/환불/교환안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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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 서비스 신청 준비

쇼핑몰정보 입력

쇼핑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PG심사 승인처리 완료

41 2 3

1. shopby 관리자 > 서비스관리 > 기본설정
2. 쇼핑몰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입력

주의! 대표전화번호 > 유선전화번호
(ex: 070,050, 02 등으로 반드시 입력되어야 함)

3. 상품관리 > 상품등록
4. 구매안내 : 사용함으로 선택

배송 / 교환 / 환불안내 입력

쇼핑몰 기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배송/교환 /환불안내

내쇼핑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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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 서비스 신청 준비

상품등록

카테고리당 반드시 1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
(10개 이상의 상품등록 추천)

카테고리등록
상품등록

1. 카테고리등록 : 상품 > 상품분류관리 > 카테고리 관리
2. 상품등록 : 상품 > 상품등록

1. 카테고리등록 : 상품분류관리 > 카테고리 관리
2. 상품등록 : 상품관리 > 상품등록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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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G 서비스 신청

KCP 신청하기

결제 지원을 위한 PG사 선택 후 PG 신청

각 PG사별로 확인해주세요.

1. NHN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창업 (nhn-commerce.com)
2. 상단메뉴 > 쇼핑몰 > 운영 > 부가서비스 > 전자결제 (PG서비스)
3. 해당 솔루션 선택(ex: 고도몰 / shop by)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팝업창 확인
5. STEP 01 신청하기 : 사업자 정보, 관리자 정보, PG서비스 선택 등 입력

STEP 02 신청확인 : 솔루션 전자결제 설정 > PG신청이 처음인 경우는 즉시 설정 으로 체크
STEP 03 결제하기, STEP 04 신청완료

1 2 3

4

5

주소입력 시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입력

https://www.nhn-comme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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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G 서비스 신청

토스페이먼츠 신청하기

결제 지원을 위한 PG사 선택 후 PG 신청

1. NHN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창업 (nhn-commerce.com)
2. 상단메뉴 > 쇼핑몰 > 운영 > 부가서비스 > 전자결제 (PG서비스)
3. 해당 솔루션 선택(ex: 고도몰 / shop by)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팝업창 확인
5. STEP 01 신청하기 : 사업자 정보, 관리자 정보, PG서비스 선택(PG ID는 쇼핑몰에서 전자결제를 위해 설정할 ID로 사용할 ID를 14byte 이내로 영문 숫자 포함하여 자유롭게 입력 / ex:happy1234) 등 입력

STEP 02 신청확인 : 솔루션 전자결제 설정 > PG신청이 처음인 경우는 즉시 설정 으로 체크
STEP 03 결제하기, STEP 04 신청완료

3 5

각 PG사별로 확인해주세요.

주소입력 시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입력

4

1 2

https://www.nhn-comme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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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G 서비스 신청

PAYCO 신청하기

결제 지원을 위한 PG사 선택 후 PG 신청

3

4

5

주소입력 시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입력

1. NHN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창업 (nhn-commerce.com)
2. 상단메뉴 > 쇼핑몰 > 운영 > 부가서비스 > 페이코 결제서비스
3. 해당 솔루션 선택(ex: 고도몰 / shop by)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팝업창 확인
5. STEP 01 신청하기 : 사업자 정보, 관리자 정보, PG서비스 선택 등 입력

STEP 02 ~04 신청완료

각 PG사별로 확인해주세요.

1 2

https://www.nhn-comme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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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G 서비스 신청

다날 신청하기

결제 지원을 위한 PG사 선택 후 PG 신청

3 5

4

주소입력 시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입력

1. NHN커머스 - 온라인 쇼핑몰 창업 (nhn-commerce.com)
2. 상단메뉴 > 쇼핑몰 > 운영 > 부가서비스 > 휴대폰 결제서비스
3. 해당 솔루션 선택(ex: 고도몰 / shop by)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팝업창 확인
5. STEP 01 신청하기 : 사업자 정보, 관리자 정보, PG서비스 선택 등 입력

STEP 02 ~04 신청완료

각 PG사별로 확인해주세요.

1 2

https://www.nhn-comme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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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P 관리자페이지

계약서류 접수

KCP 관리자 페이지에서
계약서류 접수

1. KCP 관리자 페이지 접속 : https://admin8.kcp.co.kr
* 로그인 정보 확인 : “NHN KCP 상점관리자 로그인 계정안내” 의 제목으로 이메일 수신 확인
* KCP 관리자 로그인 ID / 비밀번호 > 메일 내용 확인

2. 상단메뉴 > 상점정보관리 > 상점정보 > 계약정보 > 계약 구비서류 제출 > 서류등록
3. 계약 구비서류 제출 완료 후 화면(서류심사 완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참고사항 : 파일확장자(pdf, jpg, jpeg, gif 형식 파일만 업로드 가능)
각 파일당 5MB 미만으로 용량 제한

* 신 분 증 : 신분증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은 삭제 후 업로드

2

3

https://admin8.kc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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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CP 관리자페이지

카드사 등록신청

KCP 관리자 페이지에서
카드사 가맹점 등록신청

1. 상단메뉴 > 고객센터 > 질문하기
2. 카드사 등록 신청 > 체크
3. 작성자명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E-mail > 입력
4. 가맹점 등록요청 전 확인사항 > “예” 체크
5. 요청사항 > 입력(예:카드사 신청)

빈칸으로 두게 되면 등록신청 클릭이 되지 않음. 3

4

5

6

7

0



15 / 22

4. KCP 관리자페이지

카드사 등록확인

KCP 관리자 페이지에서
카드사 가맹점 등록확인

1. 카드사 등록확인 : 상단메뉴 > 고객센터 > 답변보기에서 확인
2. 심사완료 카드사 등록 현황 확인 : 상단메뉴 > 상점정보관리 > 카드사 가맹점관리 > 카드사 가맹점 등록현황 > 확인

* 카드 심사 기간 : 영업일 기준 약 3일~15일 소요
* 카드 심사 완료 되어도 구비서류(계약서류, 보증보험 등) 미완료 경우

카드승인 거절될 수 있음.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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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스페이먼츠 관리자페이지

계약서류 접수

토스페이먼츠 신청 후
계약서류 접수 진행

1. 먼저 토스페이먼츠 신청하기(10page 참고) 실행
2. 심사완료 문자수신(2~4일 소요)
3. PG 신청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자계약 진행 링크 접속

(안내된 링크 접속 후 전자결제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업로드)

[계약서류] 
1) 전자결제 이용료 합의서(계약서) : 2부
2) Shop by / 고도몰(솔루션별 선택) 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금계좌 사본 1부
5) 거래대금입금구좌신고서 1부
6) 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7)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주의사항 : 
- 계약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나 직원 명의 통장으로는 계약 불가

4

[토스페이먼츠 계약관련 문의사항]
1544-7772 ARS 3번

[보증보험] 
고도몰 호스팅 사용 가맹점은 초기 가입시 보증보험 무료로 진
행됩니다. 보증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토스페이먼츠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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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스페이먼츠 관리자페이지

카드 심사

카드심사 진행을 위한 사이트 수정 후
토스페이먼츠로 전화 연결

1. 카드심사 진행을 위한 사이트 수정
1) 하단정보 : 사업자 주소, 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 번호, 상점연락처 기재 (사업자 등록증상과 동일해야 하며, 하단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필요),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2) 카테고리 : 모든 카테고리 별로 2~3가지 이상의 상품이 있어야 함. 카테고리에 상품이 없을 경우 심사 보류될 수 있음
3) 상품 : 품절, 가격없음(가격전화문의 ), 고가 500만원 이상 > 미노출

반드시 상품에 이미지와 가격 > 노출
4) 배너 : 새로운 주소로 연결되는 배너는 삭제
5) 결제경로 : 상품 클릭시 구매자 정보 입력, 결제수단 선택하는 화면, 결제창 연동 확인 필요

2. 토스페이먼츠(1544-7772)로 전화 연결
사이트 수정이 완료되면 토스페이먼츠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 > 카드심사 요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카드심사 완료까지는 2주정도 소요

토스페이먼츠 상점관리자 (tosspayments.com)

https://pgweb.tosspayments.com/ms/mertpotal/retrieveMertAdmin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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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YCO 관리자페이지

계약조건 확인

PAYCO 관리자 페이지에서
계약조건 확인

1. PAYCO 관리자 페이지(파트너센터) 접속 : https://partner.payco.com/merchant/contract/info.nhn 
* 로그인 정보 확인 : “[PAYCO 파트너센터] PAYCO 계약진행 안내” 의 제목으로 이메일 수신 확인
* 파트너센터 로그인 ID / 비밀번호 > 가입 시 작성한 내용
* 로그인 정보 확인 불가 : 페이코 고객센터(1544-8665), 이메일(help-partner@payco.com) 으로 연락

2. 상단메뉴 > 상점관리 > 계약조건 확인 > 결제서비스제공 관련 내용 > 동의 체크
* 주요 계약 내용 > 계약기간, 신용카드 결제한도(월), 보증보험 확인(현재상태, 가입기간, 가입금액)

PAYCO가입비(VAT별도), 연회비(VAT별도), 제공서비스 주요기능, 수수료율(VAT별도), 정산주기 > 확인
* 서류제출 내역확인
* 계약서류 접수 완료(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사본)

2

1

https://partner.payco.com/merchant/contract/info.nhn
mailto:help-partner@pay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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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YCO 관리자페이지

연동 및 카드심사

PAYCO 담당자가 심사요청 진행
(관련내용 메일로 확인가능)

[PAYCO연동]
1. PAYCO 결제를 연동할 수 있도록 PAYCO에서 안내 메일 발송

* 신용카드사별 심사 완료 > 결제 가능 / 심사 미완료 카드사 > 결제 불가

[신용카드 심사]
2.   PAYCO 담당자 > 결제 정상동작 여부 등 검수 진행 > 카드사에 가맹점 심사요청 진행

심사완료 > 파트너센터 이메일 주소로 완료 메일 발송(PAYCO 발송) > 심사기간은 카드사별 상이
* 신용카드 심사와 관련하여 더 문의사항 있을 경우 > PAYCO 파트너센터 > 1:1 문의하기로 접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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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날 승인

휴대폰결제 승인

사업자등록증 메일로 전송
담당자 답변 메일 확인 후 승인완료

1. 다날(휴대폰결제) 신청 후 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전송
salesinfo@danal.co.kr

2. 다날에서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심사완료 메일 전송 > 완료

21

mailto:salesinfo@da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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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 에스크로

에스크로 가입확인서 출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란 소비자의 구매금액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KCP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에스크로 사업자(등록번호 02-006-00012호)로
추가 등록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
ube.com/watch?v
=d8Z2dhB7c0E

에스크로 제도

http://www.kcp.co.kr/alpa.escrow.info.do

1

2 3

1. https://admin8.kcp.co.kr 관리자 페이지 > 로그인 > 정보수정 > 클릭
2. 사이트 설정정보 > 에스크로 > 에스크로 가입확인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인쇄가능
3. 에스크로란? 버튼 클릭 >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8Z2dhB7c0E
http://www.kcp.co.kr/alpa.escrow.info.do
https://admin8.kcp.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