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ain Escrow (도메인 소유권 이전 서비스)
Escrow Service: Sedo 직원의 직접적인 도메인 이전진행 서비스
Escrow Service 의 2 가지 종류와 수수료:
수수료
1. Sedo 시스템을 통해 성사 된 거래:
거래 System Bid, Auction, 중개,
즉 Sedo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Escrow Service 는
자동적으로 시작 됩니다. 이 경우 이전 Escrow Service 는 무료
입니다.
2. 외부에서 성사 된 거래:
거래 Sedo 시스템 외에서 거래가 성사되어
도메인 소유권 이전 Escrow 만을 서비스 받을 시 수수료는 최종
합의 된 도메인 거래금의 3% 입니다.
* 도메인이 Sedo 에 for sale 로 리스팅 되어 있을 경우는 수수료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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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거래금의 3%
[최소 수수료 50€ / 35£ / 50$]

최종 도메인 거래금의 3%
[최소 수수료 100€ / 70£ / 100$]
최종 도메인 거래금의 3%
[최소 수수료 150€ / 105£ / 150$]

외부에서 성사된 도메인 거래의 도메인 소유권 이전 Escrow Service 신청방법:
신청방법
셀러와 바이어 모두가 Sedo 의 Escrow Service 를 통한 도메인 이전에 동의한 후 info@sedo.kr 로 아래의
정보와 함께 문의
도메인 이름
최종 도메인 합의 거래 금액
셀러의 이름과 메일주소
셀러의 주소와 전화번호
셀러의 Sedo ID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이어의 이름과 메일주소
바이어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이어의 Sedo ID (이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Sedo Escrow Service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Transfer Center:: 도메인 소유권 이전 진행 툴
(My Sedo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3 종류의 탭 메뉴>
메뉴>
• Transfer Status: 전반적인 소유권 이전 진행상황 확인 및 담당자와의 코멘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 Transfer Documents: 계약서, 계산서 그리고 필요에 따른 invoice, 이전 승인 서류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 Transfer Details: 소유권 이전 관련의 구체적인 등록처, whois 등의 정보 관리

<Transfer History>
- 진행 단계 설명
- 고객님께 드리는 요청사항
셀러 Transfer History:
/

comment
Payment request created for buyer
Payment sent
Escrow payment received
Preperation of domain for transfer
Please unlock the domain!
Domain is unlocked! Domain status =
OK
AUTH code needed for the domain
Start of the transfer to the new
provider
We’ve asked the buyer if the transfer
has been started.
Please push domain to Sedo account
Domain push to Sedo account
complete.
We have informed the buyer to update
the whois contact details
Transfer completely finished!
Credit note created
Payment took place
Invoice Request
Invoice Added
Invoice approved
Transfer ended
This transacton will NOT be made
public.
Transaction cancelled by Sedo.

의미
바이어분께 계산서 발송 되었습니다.
바이어분 송금 처리해 주시어 세도 은행/paypal
계좌로 입금 대기중 입니다.
결제 완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진행을 위해 도메인의
lock 해제와 auth code 요청 드립니다.
도메인의 lock 해제를 요청 드립니다.
도메인의 lock 이 해제 되었습니다.
도메인의 authcode (인증암호)를 요청 드립니다.
바이어분께 authcode 를 전달하여 이전신청
요청하였습니다. 도메인의 관리자 메일주소로부터
이전신청메일을 수신 받으시면 승인 부탁 드립니다.
바이어분께 이전신청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도메인을 현 등록처의 세도 계정으로 push 요청
드립니다.
도메인이 세도 계정으로 push 완료 되었습니다.
등록처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whois 가
바이어분 정보로 표기되지 않아 바이어분께
업데이트 요청 드렸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경리과에 거래금 송금 접수 되었습니다.
송금 처리 되었습니다.
바이어분께서 영수증을 요청하십니다.
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어 transfer
documents tab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이어분께서 영수증을 확인 하셨습니다.
본 이전 건은 종료 되었습니다.
본 이전 건은 비공개 설정 되었습니다.
본 이전 건은 취소 되었습니다.

바이어 Transfer History:
/

comment
Please submit Payment
Escrow payment received
Seller preparing domain for transfer
Seller informed that he should UNLOCK
the domain
Domain is unlocked! Domain status =
OK
AUTH code requested from the seller
Start of the transfer to the new
provider
Please confirm if you started the
transfer.
Seller instructed to push domain to
Sedo account
Transfer to Sedo account complete

Reminder to start transfer.
Transfer through without owner
update!
Transfer completely finished!
Invoice Request
Invoice from seller added
Invoice approved
Transfer ended.
This transacton will NOT be made
public.
Transaction cancelled by Sedo.

의미
결제 요청 드립니다.
결제 완료 되었습니다.
셀러분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요청
드렸습니다.
셀러분께 도메인의 lock 해제를 요청 드렸습니다.
도메인의 lock 이 해제 되었습니다.
셀러분께 도메인의 authcode (인증암호)를 요청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등록처에서 전달해 드리는 authcode 로
이전신청 요청 드립니다.
이전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컨펌 부탁 드립니다.
셀러분께 현 등록처의 세도 계정으로 도메인
push 요청 드렸습니다.
도메인이 세도 계정으로 push 완료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등록처에서 전달해 드리는 authcode 로
이전신청 요청 드립니다.
아직 이전신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원하시는 등록처에서 이전신청 부탁 드립니다.
등록처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whois 가
고객님의 정보로 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whois 정보 업데이트 요청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셀러분께 영수증을 요청 드렸습니다.
셀러분으로부터 영수증이 transfer documents
tab 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영수증을 컨펌해 주셨습니다.
본 이전 건은 종료 되었습니다.
본 이전 건은 비공개 설정 되었습니다.
본 이전 건은 취소 되었습니다.

도메인 소유권 이전 Escrow Service 진행 과정:
과정
1. 거래 성사, 도메인 소유권 이전 진행 시작
* 셀러나 바이어의 필요에 따라 소유권 이전 진행 시작 전에 별도의 영수증 작성
2. 도메인 Whois 상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와 셀러의 Sedo 계정 이메일 주소 비교. 만약 이메일 주소가 다를
경우 Escrow 담당직원의 이메일로 관리자 이메일을 통해 한통의 이메일을 발신함으로써 본인확인 및 실질적
이메일 사용여부 확인
3. 바이어 결제
4. 바이어 결제 확인 후 실질적인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 진행 시작
* 등록처에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이전경로를 통해 도메인은 셀러의 등록처로부터 바이어의
등록처로 이전 됩니다. (→ 아래 참조)
5. Whois 정보가 완전하게 바이어 정보로 표기되면 셀러측에 거래금 송금
6. 이전 완료
7. 거래 내역 공개
* 거래 내역을 비공개로 원하실 경우 이전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주셔야 하며 세도 시스템 안에서 거래된
건은 별도의 2.5% 수수료를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전경로
이전경로:
• 일반 이전:
이전
① 바이어의 거래금 송금
② 도메인의 Whois 관리자 이메일 주소와 셀러 세도계정의 이메일주소 비교
③ Escrow 담당자는 셀러에게 도메인의 Lock 을 해제하고 Authcode(인증암호)를 등록처에 문의할 것을 요청
④ Escrow 담당자가 도메인의 Authcode 를 셀러로부터 받아 바이어에게 전달
⑤ 바이어는 Authcode 를 원하는 등록처에 전달하여 이전신청 요청
⑥ 바이어의 등록처는 전달받은 Authcode 로 Whois 관리자 이메일로 이전신청
⑦ 셀러는 이전신청 메일을 승인. 또는 이전신청 메일을 Escrow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시 Escrow 담당자는
이를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바이어가 직접 승인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전 승인. Whois 정보 변경 약 3 일 소요
⑧ 도메인 소유권이 바이어에게로 이전되고 Whois 가 완전하게 바이어 정보로 표기되면 Escrow 담당자는
경리과에 셀러의 은행계좌 또는 Paypal 계좌로 거래금 송금요청. 경리과는 이를 만 하루 안에 처리
⑨ (한국으로의) 해외송금기간 약 1 주일 소요, paypal 1 일 소요
⑩ Escrow Service 완료
• Push (명의 변경)
변경) 을 통한 이전:
이전 바이어가 셀러의 등록처와 같은 등록처를 이용할 경우
① 바이어의 거래금 송금
② 도메인의 Whois 관리자 이메일주소와 셀러 세도계정의 메일주소 비교
③ Escrow 담당자는 바이어로부터 등록처의 계정 ID 를 받아 셀러에게 전달하여 Push 요청
④ 셀러는 도메인의 Lock 을 해제한 후 전달받은 바이어의 계정정보로 등록처에 Push (명의변경) 요청
⑤ 도메인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로 이전되고 Whois 가 바이어의 정보로 표기되면 셀러에게 거래금 송금
⑥ Escrow Service 완료
• 셀러의 등록처에 Sedo 계정이 있는 경우:
경우
① 셀러의 등록처에 Sedo 계정이 있는경우 도메인을 Sedo 계정으로 Push
* Domainca, Cypack, Network Solution, eNom, Dotster, SnapNames, Fabulous 등에 세도의 계정이
있습니다.
* GoDaddy 와 같은 push 만으로 도메인이 60 일 lock 설정되는 등록처는 push 가 불가능 합니다.
② 셀러에 거래금 송금
③ Sedo 계정에서 바이어의 등록처로의 이전진행
• 도메인이 60 Days Lock 으로 인해 이전이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경우
1. 이전을 Lock 이 해제될 때까지 보류
2. 바이어의 도메인 사용이 시급할 경우

- 셀러에게 Nameserver 변경을 요청하여 Lock 이 해제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사용
Lock 이 해제되면 이전 진행
- 셀러의 등록처에 바이어가 계정을 열어 도메인을 Push 하는 방법으로 이전
•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transferservice@sedo.com 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우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Sedo 이전신청전용 메일주소로 변경하여 이전신청 승인을 셀러를 대신하여 전담

은행정보 기입 방법
①
②
③
④

Sedo 로그인
페이지 상단의 메뉴 중 My Sedo 에서 Payment Details 클릭
페이지 최상단 부분의 나라설정을 UK 로 설정 (US 로 설정할 경우 Routing-/ABA #정보 필요)
• Choose payment method 의 스크롤 메뉴로 송금방법 선택
- Pay always via direct deposit (ACH) = 전신환 송금
- Pay always via PayPal = PayPal 송금
- Pay > 1000 US$ via direct deposit (ACH), otherwise Paypal
= 1000 US$ 이상의 결재금액은 전신환 송금, 이하는 Paypal 송금
• Payout Limit 스크롤 메뉴로 PayPal 송금 한도 설정
⑤ • Option1: 은행 정보 기입
Account owner = 계좌주
Account Number = 계좌 번호
National Bank Code = 은행 번호 (아래 리스트 참조)
Bank Name = 은행 이름
SWIFT Code = SWIFT Code
Street Adress = 은행 주소
ZIP Code / City = 은행 주소 (우편번호 / 도시명)
Bank Country = 은행 주소 (국가명)
• Option 2: Paypal 정보 기입
PayPal Account Email = PayPal Account 메일 주소
Confirm PayPal Account email = PayPal Account Email 주소 재확인
⑥ Update 클릭, 완료

Bank Code Name of Bank
39
34
04
03
12
11
31
55
59
58
60
32
50
45
25
08
07
53
48
26

KYONGNAM BANK
KWANGJU BANK
KOOKMIN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AGRICULTURAL COOPERATION UNIT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DAEGU BANK
DEUTSCH BANK AG SEOUL BRANCH
BANK OF TOKYO-MITSUBISHI SEOUL BRANCH
MIZUHO CORPORATE BANK SEOUL BRANCH
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PUSAN BANK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
KOREAN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EOUL BANK
EXPORT-IMPORT BANK OF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CITIBANK N.A., SEOUL BRANCH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SHINHAN BANK

56
05
20
71
37
23
35
21
81
02
01
27
54
57

ABN AMRO BANK
KOREA EXCHANGE BANK
WOORI BANK
KOREA POST OFFICE
JEONBUK BANK
KOREA FIRST BANK
CHEJU BANK
CHO HUNG BANK
HANA BANK
KOREA DEVELOPMENT BANK
BANK OF KOREA
KORAM BANK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
UFJ BANK LTD SEOUL BRANCH

자세한 문의는 info@sedo.kr 로 부탁 드립니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