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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카페24는 창의를 가진 누구나 전세계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쇼핑몰 구축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솔루션 운영 창업공간 · 교육 마케팅 · 광고

호스팅센터

BIZ솔루션

쇼핑몰센터

디자인센터

쇼핑몰센터
창업센터

교육센터
마케팅센터

IT인프라, 솔루션, 운영, 마케팅, 교육 등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버/네트워크 구축

•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 맞춤형 디자인 템플릿

• 해외 번역 서비스

• 해외 CS & 운영 대행

• 국내외 마켓입점

• 온라인 비즈니스 공간

• 창업 · 운영 교육
• 국내외 마케팅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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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한국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성공 파트너!

카페24는 한국에서 ‘쇼핑몰 수 150만개, 호스팅 125만개 계정 수’

를 보유하고 있으며, 쇼핑몰 솔루션/ 호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카페24
쇼핑몰 계정 수

약160만 개

2017년 전자상거래 관련
한국 주요 PG사 신청 비율

60~70%

카페24 매출

단위 : 백만원

지속적인 매출 성장

• 2018년 : 1,800억원 이상 (목표)

• 2017년 : 약 1,430억원

• 2016년 : 약 1,200억원

카페24는 한국을 넘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카페24를 통해 6만 7천 개의 쇼핑몰이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카페24 플랫폼 거래액

2015 2016 2017

4.3조원

5.2조원

6.5조원

2017년 한국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 :  78.3조원

(종합몰 61.2조(78%) + 전문몰 17.1조(22%))

카페24 거래액은 8.0조원으로 ‘전문몰 시장 기준 38%’ ,

‘전체 온라인 시장 기준 8.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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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한국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성공 파트너!

카페24는 한국에 본사가 있으며, 8개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페24 인력 & 지사

Japan

Philippiness

TaiwanChina(Yanji)

China(Hangzhou)

USA(LA)

USA(Delaware)

• JAPAN : 도쿄, 후쿠오카

• USA : LA, 델라웨어

• CHINA : 옌지, 항저우

• PHILIPPINES : 마닐라

• TAIWAN : 타이베이

1,500명의 E-Commerce 전문가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 개발 300명, 글로벌 마케팅 250명, 해외 현지 운영 지원 600명)

카페24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는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카페24 파트너사 - 일본 중화권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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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그동안 축적된 최적화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레퍼런스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점유율 1위! 글로벌 성공 파트너!

카페24를 통해 성공한 쇼핑몰 Reference

gogosing

전체 매출의 약 25% 이상 일본에서 차지.

2017년 전년 대비 200% 성장.

Miamasvin

일본 진출에 성공하여, 한국어, 일본

어, 중국어, 영어 사이트 운영중.

STYLE NANDA

일본에서 오프라인 플래그십스토어 2개

운영중이며, 화장품 분야에서 큰 성공

HOTPING

2015년 일본 진출, 전년대비 66% 이상

증가한 약 50억원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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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확장 플랫폼

온라인 커머스의 새로운 시작!

160만 쇼핑몰 운영자가 함께하는

App Store & Recipe



카페24 확장 플랫폼 – App Store & Recipe

지금도 고객과 시장은 변하고 있다.



카페24 App Store & Recipe - Needs

온라인 커머스 산업은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쇼핑몰 운영자들은 트렌드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계를 뛰어 넘는 옴니채널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Web
스마트폰

출시
옴니채널

Offline

PC
Online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PC
Online

Cross
Channel

Offline

• 옴니채널로 소비형태 변화
• 채널의 경계가 없어지고

플랫폼 기반 서비스 등장

2007년
거래액 15.8조

2007년 2018년

2013년
거래액 45.1조

3배

2015년
거래액 78.4조

2배

<참고자료 : 통계청 / 온라인·모바일쇼핑 거래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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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Needs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국내ㆍ외 쇼핑몰
운영자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협업관계

구축

다양하고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옴니채널
대응전략

점점 다양해지는 채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풍부한
기능/시스템

필요

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방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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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Needs

쇼핑몰센터 디자인센터

마케팅센터 부가서비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카페24는 16년 이상 온라인 커머스를 이끌며 도전하였고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 파워풀한 기능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 솔루션

•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 쇼핑몰을 잘 알리고 수많은
고객을 이끌어 오는 마케팅

•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쇼핑몰 수 160만개

참여파트너 : 22,950개

등록 디자인 수 : 170,294개

판매 매출액 : 평균 6.2억 / 月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

평균 매출 : 200% 이상 증가

방문자수 : 400% 이상 증가

참여파트너 : 52개

평균 이용금액 :  월 30~140만원

평균 이용 쇼핑몰 : 월 4,000개

New Opportunity!
New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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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확장 플랫폼 – App Store & Recipe

카페24와 APP 서비스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카페24 App Store & Recipe - 확장플랫폼

카페24의 새로운 플랫폼과 개발사가 가진 좋은 제품을 통해

미래 온라인 커머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VISION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커머스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MISSION

카페24 솔루션을 개방하고 누구나
필요한 기능을 App으로 만들어 사고
팔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API Developer
Center

App Store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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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제공가치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는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쇼핑몰 운영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받는다면 비용을 지불한다.” 입니다.

쇼핑몰시작
(카페24+물품사입)

신규회원 유치
기존회원 관리

평균
400만원

신규회원 1인당
월 평균 9,870원

기존회원 1인당
월 평균 2,460원

필요

디자인구입/수정
월 평균 15만원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30~140만원

마케팅비용

∞

사이트운영관리 (부가서비스 등)
신규 트렌드 대응 (옴니채널 등)

월 30,000원의 App

광고비로 월 500만원을
사용하는 쇼핑몰운영자가
App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월 3만원을 아끼려고
할까요?

* 쇼핑몰이 사용하는 비용과 가치

<참고자료 : 한국온라인마케팅협회, 카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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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Global 진출 계획 – With Partner

또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파트너사로 전 세계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니즈 증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 진출

“ 1차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미주,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로 진출 국가 확대 예정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 진출 계획

현재 2018년 12월 2019년 6월~

서비스 가능

(운영대행 모델)

일본 현지 고객 운영 가능,

해외 오픈마켓 연동

플랫폼 진출 국가별 확장

(동남아시아 시장)

2018년 8월

일본용

Platform 제공

“ 카페24 앱스토어를 통한 현지화 추진 ”

Page 20



카페24 App Store & Recipe - Platform

카페24의 강력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온라인 커머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24 App Store & Recipe - Platform

Open & Connection
혁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결하는 것이다.

By. Steve Jobs



카페24 App Store & Recipe - Platform

API & OAuth 2.0 개발자센터

앱스토어 Recipe

개방과 연결을 위한 카페24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 RESTful 기반의 표준화된 API
• 글로벌 표준을 통해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구현

• 개발자라면 누구나 개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

• App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60만 쇼핑몰운영자가
고객으로 기다리는 App 마켓

• 기능과 요소의 연결을 통해
원하는 대로 창의를 펼칠 수
있는 Mashup Platform

• 글로벌 표준 OAuth 2.0 보안

• 2018년 상반기 120개 API 제공

(2019년까지 240개 API 제공예정)

• 가입 및 입점 제한 없음

• API, 개발가이드, 레퍼런스 소스

코드, App관리, 정산관리 제공

• 빠른 개발자 기술지원

• App Store 고객 : 160만 쇼핑몰

• 카페24의 전문화된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한 판매 활성화

• 초 연결 지향형 플랫폼

• 수많은 채널과 자동화된 데이터

구조를 통한 프로세스 자동화

Page 23



카페24 App Store & Recipe – API & OAuth2.0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RESTful API와 OAuth2.0을 통한 글로벌 보안의 표준을 제공합니다.

상품

주문

고객
혜
택

빠른 API 
제작

API 
문서

자동화

버전관리

통합
로직

Graph
QL

EC솔루션 모든 기능 API화 API First로 API와 로직 통합 빠른 API 제작 및 공급

API Story

OAuth2.0 표준 아키텍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알고리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안정책

OAuth2.0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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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Developer center

개발사와 쇼핑몰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베이스캠프, 개발자센터를 제공합니다.

Developer Center Story Expansion Strategy

디자인 테마 생산,

디자인 유지보수

디자이너

아이디어 생산,

사용자 친화적 UI/UX

기획자

마케팅 상품 공급,

마케팅 수요 흡수를

통한 수익 실현

마케터

App 생산,

호스팅 상품을

이용하여 서비스

개발자

사 람 간 연 결 과 협 업 을 통 한 상 생
아마추어

교육센터창업센터

전문가

가능성 발굴

전문가로의
육성 프로그램 시행

개인 → 회사로의
성장 지원

수익 발생과 더불어
성장을 위한 준비

전문
개발사

카페24 앱스토어를 통한
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

산학기관
협력

인재수급

Promote
&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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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App store

160만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으로 기다리는 곳, 

The everything store! 카페24 App Store!!

App Store는 App의 홍보/마케팅부터 판매/정산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마켓플레이스 입니다.

완벽한 시장경제!

• 개발사 자체 가격정책 시행

• 쇼핑몰 운영자의 선택과 구매만을

지원함으로써 개입 최소화

마케팅 걱정 No!!

• App의 홍보, 개발사 홍보 모두

카페24의 전문적 관리와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성장을 지원

App 전용 마켓!

• App만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 전문 큐레이터를 통한 관리

원-스톱 판매서비스

• App 진열/노출/홍보는 물론

판매/결제/정산까지 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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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Recipe

기능과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원하는 기능의 재창조가 가능한

Mashup Platform! Recipe Platform

Recipe는 정보와 기능을 쉽게 연결하고 게시와 구독을 할 수 있는 Mashup Platform 서비스 입니다.

프로세스 자동화

원하는 정보 채널 연결 레시피 생성 완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결만 하면 끝!

Recipe 서비스는 2018년 3분기에 베타서비스 오픈 예정으로 개발사에서는 채널의 제작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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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Join & Create

강력하고 편리한 개발자센터의 입점과
개발사의 역량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제공합니다.



카페24 App Store & Recipe – Join

카페24의 통합계정을 통해 모든 플랫폼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24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카페24 회원가입

카페24 개발자센터에 로그인 후
개발사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카페24 개발자센터 회원가입

카페24 개발자센터를 통해
API 를 확인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24 API 확인

App을 쉽게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발가이드를 확인합니다.

App 개발가이드 확인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개발사를 응원합니다.

You’re the best player

개발사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모든 것을
문의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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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Create

개발사가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간단한 연동만을 통해 즉시 판매하고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카페24 쇼핑몰 솔루션 개발사 런타임 서버

OAuth 2.0 
SSL 인증서

API 통신

Script , 이미지 전송

카페24 개발자센터

카페24 쇼핑몰 Admin

설정/기능

보안/개인정보

Data

외부연동

인프라 / 네트워크

카페24 쇼핑몰 Front

디자인/테마 Scirpt

App / 보유제품

인증/보안

API호출코드

사용자권한

Data

원천 기술(제품)

컨텐츠 UI

인프라 /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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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Resource support

개발사 필요한 인적자원과 기술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지원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24 쇼핑몰운영자의 요구사항 수렴과 개발사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몰운영자의 요구사항 접수 및 전문가 제안(비딩)서비스

요구사항
접수

개발사
제안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력풀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 서비스

인적자원
검색

재능인
등록

※ 제휴를 통한 지원

※ 제휴를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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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App Store & Recipe – Sales & Charge

작은 기능부터 대형 솔루션까지 모두 판매가 가능한 마켓 플레이스와
합리적인 수수료를 통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App Store & Recipe – Balance accounts

카페24 App Store 정산 프로세스

App 등록 App 결제 정산

개발사에서 제작한

App을 마켓에 등록

체험기간 종료 후

App 결제 후 연장 사용

(개발사에서 가입한 PG계정)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사 수익금액

개발사로 입금 및 증빙처리

App 구입(설치)/체험

체험기간(트라이얼)동안

App 사용

카페24 플랫폼은 간편한 정산 프로세스를 통해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산기준일

• 일시불상품 : 결제일자 + 40일

• 구독형상품 : 1개월 기준 만료일 + 10일

• 장기구독형상품 : 1개월단위로 분할지급

(예: App이 6개월에 6만원인 경우

- 1개월에 1만원(6/6)씩 분할 지급)

환불처리절차

• 쇼핑몰운영자에게 환불 접수 시 개발사가 환불사유를 개발자센터에서 확인

• 개발사가 사유확인 후 환불금액 및 환불내용에 동의 처리

• 쇼핑몰운영자에게 환불 진행 (전체환불 or 부분환불)

• 환불금액 : 익월 정산금액에서 환불금액 제외 후 정산 지급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 PG사를 통해 정산방법 안내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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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는 안정적인 API의 제공환경과 개발사에서 제작한 APP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개발사 85% : 카페24 15%의 수수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발사 수익금

85%

카페24 중계수수료

15%

App Store & Recipe - Charge

카페24 플랫폼 비즈니스는 합리적인 수익정산과 재투자되는 수수료를 통한 상생을 지향합니다.

정산
예시

• App 판매금액

• 개발사 수익금액

• 카페24 수수료

9,500원

8.075원

1,425원

(PG수수료 / 중계 및 기타수수료 포함)

카페24 수수료에는 결제/정산수수료(PG)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개발사 APP의 마케팅 활동에

재투자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각 서비스의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수수료는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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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 파트너

카페24
개발사

Contact us & Hot Line개발자센터 & 앱스토어

• 개발자센터 : https://developer.cafe24.com

• 앱스토어 : https://store.cafe24.com

• 주소 :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4층

쇼핑몰사업자 ↔ 카페24 ↔ APP 서비스 파트너사, 

모두가 성장하는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 구축

• 이메일 : app_help@cafe24corp.com

• 입점/운영 : 02-6386-7361

02-6276-1848

• 기술지원 :  02-627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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