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헤어샵 가이드
입점 신청하기
- 절차
- 입점신청하기
- 심사안내



카카오헤어샵 가이드
카카오헤어샵 단계별 승인 안내
카카오헤어샵 입점신청 절차는 총 6단계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계별 승인 완료 시 최종 노출 확정됩니다

STEP 1. 입점신청 서류 승인

STEP 2. 판매자약관 동의하기

STEP 3. 매장노출 등록 승인

STEP 4. CMS 출금이체 출금 동의

STEP 5. 운영 교육이수

STEP 6. 최종노출승인 완료!

[카카오헤어샵 단계별 승인 안내]



카카오헤어샵 가이드_입점신청안내
준비해주세요! (Step1 ~ Step2)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지

사업자 통장 사본 이미지

STEP 1.헤어짱 - 카카오헤어샵 파트너스 페이지

버튼 클릭입점신청

STEP 2.약관동의하기 체크

모든 내용 숙지 후 동의 체크하고

 클릭다음



카카오헤어샵 가이드_입점신청안내
STEP 3. 입점 신청서 작성하기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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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유형을 선택①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확인②

매장의 실제 대표의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③
( 이때, 생년월일은 8자리로 입력해주세요! )
매장의 실제 대표의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체크] 로 중복확인④
( 만약 이미 등록된 번호라고 나올 경우 하시스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 [중복체크] 로 중복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등록⑤
( 이미지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Jpg, png 가능 pdf 불가)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등록⑤

사업자대표자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

⑥

매장전화번호 입력⑦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을 경우, 번호와 이미지를 등록 ⑧
(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점 승인 후 발급 받아 추가 등록 해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을 경우, 번호와 이미지를 등록 ⑧

[업체정보]



카카오헤어샵 가이드_입점신청안내
STEP 3. 입점 신청서 작성하기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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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카카오헤어샵 정산을 받을 입금 계좌 정보 입력 
( 사업자 계좌만 등록 가능! )

⑨카카오헤어샵 정산을 받을 입금 계좌 정보 입력 

사업자 계좌 통장 사본 이미지 등록
( 이미지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Jpg, png 가능 pdf 불가 )
사업자 계좌 통장 사본 이미지 등록⑩

세금계산서 수령용 이메일 입력⑪

[계좌정보]

입점 및 노출 등록 상황에 대한 알림 정보를 받으실 매장 관리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⑫사업자와 동일할 경우 체크

⑬사업자와 다를 경우 이름, 전화, 이메일, 휴대폰번호 입력

카카오톡 인증 버튼을 눌러서 인증받기
( 이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
카카오톡 인증 버튼을 눌러서 인증받기⑭

⑮심사요청 누르면 입점신청 완료!

[매장 관리 담당자 정보]

입점심사 기간은 약 3-7일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에도 매장등록 할 수 있으니 등록하러 가볼까요 GOGO!!



카카오헤어샵 가이드
심사안내
심사 후 서류 승인이 완료되어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심사기간에도 [매장등록]은 가능하오니, 미리 등록해주세요!) 

심사 후 서류 승인이 완료되어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점 심사 요청 시
입점 [심사요청] 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매장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
입점 [심사요청] 할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입점 승인
-  심사가 승인될 경우 헤어짱 › 카카오헤어샵 페이지에서 승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후에는 업체정보, 계좌정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은 하시스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카카오헤어샵 가이드
심사안내
심사 후 서류 승인이 완료되어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심사기간에도 [매장등록]은 가능하오니, 미리 등록해주세요!) 

심사 후 서류 승인이 완료되어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3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점 반려
-  심사가 반려될 경우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심사가 반려된 경우 헤어짱 › 카카오헤어샵 페이지에서 반려된 사유를 확인해주세요

V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 사업자 통장 이미지가 아닐 경우
V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일 경우
V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이미지와 입력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점수정 (반려)

입점신청 반려 사유

* [입점수정] 버튼을 눌러 반려된 사유를 수정 후 재신청해주세요

등록하신 사업자등록증 이미지와 사업대표자명,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이미지와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한 뒤 재심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