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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용인증서
계약서 전자서명 시, 범용인증서가 필요(개인 공인인증서 X) 하므로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 아래 5개 전자인증 기관을 통
해 계약서 전자서명 시, 범용인증서가 필요(개인 공인인증서 아님) 합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경우인증서로
아래 5개서명해주시면
전자인증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용인증서를 사전에 보유하고
범용인증서를
사전에
보유하고있지
있을않으실
경우 해당
됩니다.

있을 경우 해당 인증서로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① 한국정보인증 1577-8787
② 한국전자인증 1566-0566(할인행사)
③ 한국증권전산 1577-7337
④ 한국무역정보통신 1566-2119
⑤ 금융결제원 1577-5500

① 한국전자인증 02)1566-0566 (할인행사)

② 한국정보인증
1577-8787발급 비용 할인)
② 한국전자인증
1566-0566(
③ 코스콤 1577-7337
④ 한국무역정보통신 1566-2119
⑤ 금융결재원 1577-5500

*한국전자인증 1566-0566( 발급 비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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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한은행 구매팩토링 등록
판매대금 정산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구매팩토링을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상품명 : 구매팩토링
롯데쇼핑㈜ 사업자등록번호 : 104-81-26067
- 기업뱅킹 사용 시 : 인터넷 등록
- 기업뱅킹 미사용 시 : 은행 방문
* 대출약정 불필요 (판매기업 등록만 필요)

2

[등록문의 신한은행 콜센터]
- 구매팩토링 등록 문의(필요서류 등)
- 평일 09시~18시 (은행 휴무일 제외)
1577-8008
1599-8008 연결 후 단축번호 0번 →1번
1544-8008

구매팩토링 등록 후 확인서 팩스 전송
- 팩스번호 : 02-3668-8604(담당자 연락처 기재 요망)
- 팩스 불가시 담당MD에게 메일 송부

※ 신한은행 구매팩토링 등록 안내
▶ 등록 방법 : 파트너 > 고객문의 및 공지 > 자료실 內 게시글 참고

▶ 구매팩토링 등록 기한 : 익월 10일 까지 (예: 8월 중 입점하는 경우, 9월 10일까지 등록)
▶ 구매팩토링 미등록 시 대금지급 보류

사전 준비사항

3. 브랜드 등록

롯데닷컴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 후 브랜드가 없을 경우에, 입점신청 시 하단에 브랜드명 및 브랜드 로고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닷컴 사이트에서 해당 브랜드가 등록되어있는지 조회 후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브랜드 등록 기준 ※
1. 국문과 영문 브랜드명을 둘 다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브랜드명에 특수기호 삽입은 불가능 합니다. (예.:/,<>,[])
※ 단, 상품군 표기 시엔 괄호() 사용이 가능합니다.(예. 나이키(신발), 나이키(의류))
3. 브랜드 이미지 170*46px은 사이즈 로고로 필수 등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