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Domain (도메인 구매)
도메인 구매 절차
Ⅰ. 도메인 검색
Ⅱ. 가격 협상
Ⅲ. 도메인 이전

Ⅰ. Search Tool 을 이용한 도메인 검색!
검색!
Search Tool: 키워드 검색을 통한 도메인 등록 여부 확인 및 구매 가능한
도메인 검색
Domain 검색 방법:
방법
① Sedo 로그인
② 메인 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Buy Domains 에서 Domain Search 클릭
③ 왼쪽의 Keyword 박스 안에 원하는 도메인 이름 또는 키워드 기입 후
Search 클릭
*advanced search: 도메인의 카테고리, 방문자수, 가격, 도메인 Tld,
언어, 단어길이, 인기도 등을 설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색 가능
④ 검색결과
• Common Extensions: 검색한 단어와 일치하는 도메인의 등록 상황
- already registered: 이미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 Brokerage 를 통한 구매
- for sale: 세도에 판매용으로 리스팅 되어 있는 도메인
⇒ System Bid 또는 Brokerage 를 통한 구매
- auction running: 옥션 진행 중인 도메인
⇒ 옥션을 통한 구매
- available: 미등록 도메인
• Your search returned (숫자
숫자)
숫자 matching domains: 검색한 단어를
포함한 세도에 판매용으로 리스팅 되어 있는 유사 도메인
- make offer: 도메인 소유주가 판매가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
- 900 $US (구체적인 금액): 판매 제시가
→ system bid 또는 brokerage 를 통한 구매
Website 구매:
구매 도메인을 완성된 홈페이지와 함께 구매 가능
도메인 검색결과 중 도메인의 이름 옆에
가 표기 되면 이는 도메인 이름
그리고 홈페이지가 함께 패키지로 리스팅 된 판매품목 입니다.

Ⅱ. 가격 협상 - System Bid, Auction, Brokerage
1. System Bid

System Bid: offer 와 간단한 코멘트를 통한 셀러와의 직접적인 협상
System Bid 를 통한 도메인 구매 방법:
방법
① Sedo 로그인, 도메인 검색
②
③
④
⑤

결과가 for sale 또는 make offer 일 경우, 구매를 원하는 도메인 오른편의
클릭
Your offer 에 구매 희망가 기입 후 Make Offer 클릭. System Bid 시작, 오퍼는 7 일간 유효
Sedo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My Sedo 에서 offers you have made 를 통해 셀러와 협상
협상
• Your offer 에 구매 희망가 기입 후 스크롤메뉴로 USD 와 EUR 중 통화 결정
• 준비된 코멘트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기입하여 제시가와 함께 셀러에게 전달
*코멘트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처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This is my final offer = 최종 오퍼 입니다
- Please send me traffic stats = 트래픽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 Please justify your asking price = 당신의 판매 제시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Send appraisal value to other Party = 상대방에게 품평가 보내기
⑥ 오퍼금액과 코멘트 기입 후 Make offer 클릭 (코멘트는 필수 기입 사항이 아님)
⑦ 결과
• 셀러가 오퍼 금액에 동의하면 자동적으로 도메인 이전단계 시작
• 셀러가 Counter Offer 하면 계속하여 협상
• 셀러의 Counter Offer 금액과 동일하게 오퍼금액 제시하면 셀러의 컨펌 후 도메인 이전단계 시작
• 셀러가 비드 취소 하면 거래 취소
• 오퍼한지 7 일 후까지 셀러가 아무 반응 없을 시 바이어가 취소 또는 재오퍼
• 셀러가 옥션을 시작하면 옥션 시스템에 따른 구매

2. Auction (경매
경매)
경매
Auction: 협상 없이 7 일간 진행되는 도메인 옥션
Auction domain 구매 방법:
방법
① Sedo 로그인, 도메인 검색
(옥션 진행중인 도메인 검색만을 원할 때는 advanced
search 에서 listing type 을 auctions only 로 설정한 후
검색)
② 구매 원하는 도메인의 검색 결과가 acution running 일 경우,
오른편의

클릭

③ Your maximum bid 에 원하는 비드 금액 기입 후 place bid! 클릭
(10000 USD/Euro/GBP 이상의 비드는 별도의 Premium Certification 또는 Premium Plus
Certification, 즉, 특별 회원 인증을 요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회원가입 부분 참조)
④ Sedo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My Sedo 에서 offers you have made 를 통해 옥션 진행상황 확인
- 옥션 도메인 옆에
가 표기 될 때: 현재까지 가장 높게 오퍼 하였음
- 옥션 도메인 옆에
가 표기 될 때: 더 높게 오퍼한 바이어가 있음
⑤ 7 일 후 가장 높게 오퍼한 바이어에게 자동적으로 판매, 도메인 이전단계 시작
단, 오퍼 금액이 Reserve Price 를 넘었을 경우에 한에서 자동적으로 판매
만약 이를 넘지 못하였을 경우 셀러의 동의 후 구매 가능
*Reserve Price: 셀러가 설정해 놓은 비공개 최소 판매가
Sedo Auction 의 종류
• Great Domains:
매월 진행되는 프리미엄 .com/.net 옥션
• Premium Auctions:
매월 진행되는 프리미엄 .com/.net/.org/.co.uk/.de/.fr/.es 옥션
• Market Place Auctions:
System bid 또는 중개를 통해 받은 오퍼를 reserve price 로 설정하여 진행되는 옥션
• Broker Auctions:
Sedo 중개인의 임의로 진행되는 정기 옥션(Greatdomains, Premium Auctions) 외의 옥션
• Themed Auctions:
기획 테마 경매 (예: no-reserve 경매, 특정 Tld 경매)

특징

경매 대상: generic, 최상급 도메인
판매 성사 개런티
바이어 회원 인증 절차
경매 기간
경매 시작 전 홍보기간
Great Domains 동시 진행
도메인 경매 조건

•
•
•
•
•
•
•

Market place
Auction

Great
Domains /
Premium &
Themed
Auctions

Special
Auctions

2-7 일

7일

맞춤 형식
맞춤 형식

이미 오퍼가
존재할 경우

프리미엄 도메인

프리미엄 도메인의
도메인의 기준
길이가 짧고 실재하며 기억하기 쉬운 단어의 도메인
일반적인(generic) 단어의 도메인 (예: car.com, books.com)
철자가 쉽고 타이핑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지 않은 (typographical) 단어의 도메인
상업적 가치가 있는 단어의 도메인
상표권 및 그 밖의 법적 문제와 연관이 없는 도메인
도메인 단어의 언어와 도메인의 TLD 국가가 서로 지리적으로 일치하는 도메인
합당한 researve price 의 도메인

프리미엄 도메인

3. Brokerage (도메인
도메인 중개)
중개

Brokerage: Sedo 의 전문 중개인을 통한 협상
- 미등록 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 중개 신청 가능
- 검색 결과에서 registered 로 표기되는 도메인은 중개를 통한 구매만 가능
Brokerage 진행 과정:
과정
중개신청
도메인의 등록 현황, 신청자의 희망 구매가 등을 검토 후 승인
중개 시작, 도메인 소유주 연락 시도
협상
-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된 도메인 금액의 10% 수수료 지불
- 협상이 취소 될 경우 중개 결렬. 선불금 미환불
5. 도메인 소유권 이전
1.
2.
3.
4.

Brokerage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법
Sedo 로그인
메인 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Buy Domains 에서 Domain Brokerage 클릭
Hire a broker! 위의 네모 칸 안에 중개 원하는 도메인 명 기입 후 Hire a broker! 클릭
신청서 작성
- domain to be acquired = 도메인 이름
- maximum investment limit (min. 500$) = 최대 희망 구매 금액 (500 USD 부터)
- Intended use of the domain = 도메인의 용도
- commercial = 상업적 용도
- non-profit = 비영리 용도
- personal = 개인적 용도
- other = 그 밖의 용도
- First time brokerage = 처음 세도 중개를 신청하십니까?
- Have you owned the domain in the past? = 신청하신 도메인을 소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Have you ever been granted related trademarks by state or federal agencies?
= 신청 도메인의 이름으로 상표권에 관련 된 적이 있습니까?
- Have you attempted to acquire the domain in the past?
= 과거에 본 도메인을 구매시도 한적이 있습니까?
- Comments and additional information (optional) = 다른 참조사항 (선택 기입 항목)
- Please select a method of payment – payment method = 선불금 결제 방법 선택
- Creditcard: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실 경우 카드 정보를 기입하여도 중개신청이 승인 된 후 결제처리
- Paypal, Wire transfer (은행송금): 중개신청이 접수 후 승인되면 계산서 발송
- 페이지 하단의 작은 네모 상자 클릭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
- submit application 클릭
⑤ 신청 완료

①
②
③
④

Ⅲ. Domain Transfer (도메인 이전)
이전)
Escrow Service: Sedo 직원의 직접적인 도메인 이전진행 서비스
Escrow Service 진행 과정:
과정
① 거래 성사, 도메인 소유권 이전진행 시작
② 바이어 세도 은행 계좌로 거래금 송금
* 바이어 수수료 부담일 경우, 수수료도 함께 송금
③ 도메인 이전
④ Whois 정보가 완전하게 바이어 정보로 표기되면 셀러에게 거래금 송금
⑤ 완료

Sedo 수수료
최종 합의된 도메인 거래금의 10%, Escrow Service 비용 포함
System Bid, Auction 의 수수료는 모두 셀러의 부담
Brokerage 의 경우 도메인이 for sale 로 세도에 리스팅 되어있을 경우만 셀러의 부담
*경우에 따라 셀러, 바이어의 합의 하에 반반 또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신청 선불금 (품평포함)
품평포함)
.com/.net/.org/.co.uk/.org.uk/.me.uk/
.info/.biz/.us/.tv/.li/.be/.st/.dk/.de/.at/.ch/
.name/.ws/.mx/.in/.cc/.to/.eu/.mobi/.nl/.es/.pl/.me
.fr/.ca/.se/.com.ar/.asia/.kr/.co.kr/.jp
그 밖의 도메인

69 €
최종 도메인 거래금의 10%
[최소 수수료 50€ / 35£ / 50$]
최종 도메인 거래금의 10%
[최소 수수료 100€ / 70£ / 100$]
최종 도메인 거래금의 10%
[최소 수수료 150€ / 105£ / 150$]

* 도메인 구매 비공개 설정은 거래금의 2.5% 별도 수수료 추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신청 방법
① www.sedo.kr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Create your free account 클릭
② 개인정보 기입 (*로 표기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
Login Name = 로그인 아이디
Password = 비밀번호
Confirm password = 비밀번호 재확인
E-mail adress = 이메일 주소
Confirm E-mail adress = 이메일 주소 재확인
Prefix = 성별, 스크롤메뉴 Mr.(남자) Ms.(여자) 중 선택
First name = 이름
Last name = 성
Organisation = 단체명 또는 회사명

③
④
⑤
⑥
⑦
⑧

Street Adress = 주소
Counry = 나라, 스크롤메뉴 중 선택
ZIP cord = 우편번호
City = 도시
Language = 원하는 웹사이트 언어, 스크롤 메뉴로 선택
Phone = 전화번호
Mobile phone = 핸드폰 번호
Fax = 팩스번호
Where did you learn about Sedo = 세도를 알게된 경로, 스크롤 메뉴로 선택
User Agreement(이용 약관) and Privacy Policy (개인보호정책)을 클릭하여 읽은 후 동의하면 옆의
작은 네모 상자 클릭
Code 의 보이는 글자와 숫자를 옆 네모 상자에 입력
Next 클릭, 회원 가입 신청 완료, 계정 승인 이메일 발송
이메일 확인, 메일 내용 중 Please activate your free registration by clicking on this link: 의
아래링크 클릭
회원 가입 완료
계정 인증 절차 (계정 인증 절차 후 서비스 이용 가능)

계정 인증 종류
• Standard Certification
• Premium Certification
• Premium Plus Certification
특징

Standard
Certification

Premium
Certification

Premium Plus
Certification

판매용 도메인 리스팅
도메인 파킹
도메인 구매:
Premium 옥션 참여 제외
Premium, Great Domains 옥션을
통한 도메인 구매:
10,000 USD/EUR/GBP 이하의 bid
Premium, Great Domains 옥션을
통한 도메인 구매:
10,000 USD/EUR/GBP 이상의 bid
Premium, Great Domains 옥션을
통한 도메인 구매:
100,000 USD/EUR/GBP 이상의 bid
*1000 EUR 보증금 지불
계정 인증 신청 방법
• Standard Certification:
① Sedo 로그인
②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My Sedo 중 Member Certification 클릭
③ 계정분류 인증표 중 Standard Certification 열의 마지막 행 Proceed 클릭
④ 세가지 인증 방법: 신용카드, 서명, 휴대전화 문자
- 신용카드 인증: Credit Card 밑의 Certify now 클릭, 본인 소유 신용카드 정보 기입,
페이지 하단의 I agree 옆 작은 네모 상자 클릭, Send 클릭, 완료
- 서명 인증: Signed Member Certification Statement 밑의 certify now 클릭, send 클릭,
이메일로 발송 된 서명 양식 다운로드, 서명 후 fax 또는 메일로 발송, 완료
(fax 번호와 메일주소는 서명 양식 내용 참조)
- 휴대전화 문자 인증: SMS 밑의 Certify now 클릭, 휴대전화 번호 입력, send 클릭, 수신 받은 문자를
웹상에 기입, 완료
*주의: 번호 입력 시 010123456 이 아닌 10123456 으로 0 번없이 기입

• Premium Certification:
① Sedo 로그인
②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My Sedo 중 Member Certification 클릭
③ 계정분류 인증표 중 Premium Certification 열의 마지막 행 Proceed 클릭
④ Email me the Application 클릭, 이메일로 발송 된 신청서 다운로드
⑤ 작성 완료 된 신청서, 여권 복사본, 은행 계좌 내역서(최근 60 일 내)를 fax 또는 메일로 발송, 완료
(fax 번호와 메일주소는 신청서 내용 참조)
• Premium Plus Certification:
① Sedo 로그인
②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My Sedo 중 Member Certification 클릭
③ 계정분류 인증표 중 Premium Plus Certification 열의 마지막 행 Proceed 클릭
④ Email me the Application 클릭, 이메일로 발송 된 신청서 다운로드
⑤ 작성 완료 된 신청서, 여권 복사본, 은행 계좌 내역서(최근 60 일 내)를 fax 또는 메일로 발송, 완료
(fax 번호와 메일주소는 신청서 내용 참조)
⑥ 이메일로 발송 된 1000 EUR 보증금 계산서 확인 후 은행 송금 결재
(세도 은행 계좌는 계산서 내용 참조)
*주의: 보증금은 거래 성사 후 100% 환불

자세한 문의는 info@sedo.kr 로 부탁 드립니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