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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ZEUS 

ZEUS, 일본어・영어・중국어 7개 언어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 가능한  

글로벌 EC 플랫폼 「Cafe24(카페24)」와 연계 

～신용카드 결제, 편의점 결제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결제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확대에 공헌～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ZEUS(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대표이사: 산몬지 마사타카, 이하 「ZEUS」)는 

일본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등 7개국 언어로 인터넷 쇼핑몰 구축이 가능한 글로벌 EC 플랫

폼 「Cafe24(카페24)」를 운영하는 CAFE24 JAPAN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컨트리매니

저: 호카마 모토요시)와 연계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연계를 통해 「Cafe24」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사 사이트에 시스템 추가 개발 없이 

ZEUS의 신용카드 결제 및 편의점 결제, 은행이체 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1

■「ZEUS×Cafe24」 특징

ZEUS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는 PCI DSS Version3.2※2에 준거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정보

의 비보유화※3를 실현하는 링크(화면이동)형※4 접속으로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에서 운용 개시까지 최단 3영업일※5이라는 빠른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국 43,000여개의 점포를 가진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등)에서 24

시간 결제 가능한 편의점 결제 및 전국 주요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으

로 결제 가능한 은행이체 결제까지 한번에 도입할 수 있어 결제와 관련된 번거로운 사무처리

를 대폭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계약절차는 물론 결제상황 확인 및 입금처리도 

ZEUS가 모두 처리하므로 사업자가 사이트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결제 관련 소비자 문의에 대해서는 24시간 365일 전문 서포트 스태프 대응 체

제를 갖추고 있어 고객의 신뢰도 향상과 함께 업무 경감에 공헌합니다. 

■글로벌 EC 플랫폼 「Cafe24(카페24)」 개요 

「Cafe24」는 누구나 글로벌 마켓에서 인터넷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7개국 언어 대응※6 장바구

니 시스템부터 광고・마케팅, 결제, 물류, 해외진출 등 인터넷 쇼핑몰 개업에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EC 플랫폼입니다. 또한, 해외 9곳의 거점에서 전세계로 상품을 판

매하고 해외 고객도 간단하게 일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글로벌 EC 솔루션도 제

공하고 있습니다. 

「Cafe24」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cafe24.co.jp/intro.html

■ZEUS 개요 

전국 14,000개 사이트 이상의 도입실적을 보유하고, EC・오프라인 점포를 대상으로하는 폭넓은 

결제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콜센터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20여년에 걸쳐 쌓아온 실적과 노하우를 활용한 고품질 시스템과 강력한 보안 대책은 모든 업종・

업태의 사업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사업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



해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출향상, 집객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등 결제 관련 부대 영역에서도 

다양한 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ZEUS는 진화하는 고객 니즈에 응답하고 더욱 안심・안전・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업

자의 개업・집객・운영 등 각 단계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1 계약 시에는 ZEUS 및 각 서비스 제공 기업의 심사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ZEU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는 신용카드 회원 데이터의 안전한 취급을 목적으로 

책정된 신용카드 업계의 보안 기준입니다. 

※3 비보유화란 EC사업자가 보유하는 기기・네트워크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 「처리」, 「통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링크(화면이동)형이란 ZEUS 도메인 상에서 전용 결제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처리를 진행하는 접속방식으

로 신용카드 번호 비보유 운영을 고려 중인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URL：https://www.cardservice.co.jp/service/connection/linkpoint.html 

※5 최단 3영업일로 도입 가능한 신용카드는 VISA/Mastercard 브랜드만 해당됩니다. 

※6 일본어, 영어, 중국어(간체), 대만어(번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에 대응합니다. 

【회사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ZEUS 

대표 ：대표이사 산몬지 마사타카 

본사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 2-1-1 아오야마퍼스트빌딩 9F 

설립 ：1994년 11월 14일 

사업내용 ：결제서비스 프로바이더 

URL ：https://www.cardservice.co.jp

회사명 ：CAFE24 JAPAN 주식회사 

대표 ：컨트리 매니저 호카마 모토요시 

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7-7 

설립 ：2012년 9월 7일 

사업내용 ：글로벌 EC 솔루션 사업 

URL ：https://www.cafe24.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