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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퍼스트 홈페이지 — 우측 상단 Sign Up 클릭

해외전자상거래 수출대금 결제 서비스 [Online Seller Transfer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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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퍼스트 계정 개설

Korea, Republic of

Gildong

Hong

영문 로그인 아이디

8자 이상 대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포함

Korea, Republic of (+82)

1012345678

3.1. 월드퍼스트는 전문 환율 정보, 월드퍼스트 상품 정보, 서비스 프로모션 등 최신정보를
보내드립니다. (해당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2. 하단에 Terms of Use 와 Terms and Conditions 을 읽어보신 후 체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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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Gildong

Hong

Korea, Republic of (+82)

3

1012345678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의 자택 주소(영문 도로명)를 입력합니다.
계좌소유증명서 관련:
- 계좌소유증명서 발급시 입력하신 자택주소정보가 반영되니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사업자명과 (또는) 개인사업자주소로 계좌소유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사업장 주소 추가 가능합니다

Korea, Republic of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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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Trader 선택 후 Company Name 에는 영문 여권 성함을 기재해 주세요.

Sole trader

여권에 기입된 영문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현재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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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 관련 서류: Provide Later를 선택해 주세요.
빠른 개설을 위해 가입 후 담당 매니저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계좌 개설 관련 모든 서류는 담당 매니저에게 제출 부탁합니다.

개인 / 개인 사업자
대표자 여권

✓

거주지 증명서

✓

영문 사업자 등록증

×

영문 주주명부

×

* 여권 : 만료되지 않은 칼라 여권 사본
* 거주지 증명서 (3 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택 주소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한글 가능), 전기세, 수도세 등 고지서,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공단 발급 서류, 자동차세 등 성함, 자택 주소, 발급 날짜가 표시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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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보

어떤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십니까?

이용하실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세요 택하세요
Repatriating overseas earnings “해외로부터 자금 수취” 선택

어디로부터 수취 예정이십니까?

판매중인 또는 판매예정인 마켓플레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어느 국가로 자금을 송금하십니까?

Korea, Republic of (해외 계좌로 수취시 담당 매니저에게 문의 주세요)

1년 예상 매출액(USD)을 기입해 주세요

Welcome to WorldFirst! 축하합니다! 가입되셨습니다. 계정 개설 담당자가 계좌 발급을 위해
빠른 시일 이내에연락드릴 것입니다. 빠른 계좌 개설을 위하여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0-808-0636 (한국어 지원)
Korea@worldfirst.com www.worldfirst.com
WorldFirst Asia Limited는 홍콩에 등록된 유한회사로 등록번호는 1989650입니다. 금전 서비스 회사 (MSO 라이선스 번호 14-02-01352)로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습니다. 이 정보는 MSO 라이선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orld First UK Limited는 영국에 등록된 회사로 회사

번호는 05022388입니다. 당사는 2011년 전자 화폐 규정에 외환 거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초래할 수있습니다. 위험 경고: 자금을 어떠한 통화로 환전 및 송금하기
전에 재무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선택한 제품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지확인하십시오. WorldFirst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외환 상품의
적합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먼저 독립적인 재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 전자 화폐 기관으로 금융 감독 기관( “FCA”)의 승인을받았습니다. FCA 회사 참조
번호는 900508입니다. 외환 거래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어떠한 통화로 환전 및 송금하기 전에 재무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선택한 제품이 귀하의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WorldFirst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외환 상품의 적합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먼저 독립적인
재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