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데이터전달방식 API 주소 header body 응답 return_value error

주문내역 LIST POST 고객사에서 제공 orders
return_code,

description

주문내역 상세 POST 고객사에서 제공 order_id order
return_code,

description

입금확인 POST 고객사에서 제공 requests return_code, description
return_code,

description, orders

뱅크다 솔로 API 연동 가이드

미확인 주문내역 LIST API (필수)

건당 주문 상세내역 API (필수)

입금확인 API (필수)



미확인 주문내역 LIST API 가이드

요청 parameter 없음.

API 주소로 접속시 응답.

정상

주문건 있을 경우

{ parameter description

    "orders": [{ 필수 orders 주문리스트

            "order_id": "20170710-0000013", 필수 order_id 주문번호

            "buyer_name": "John Doe", 옵션 buyer_name 주문자 이름

            "buyer_email": "sample@sample.com", 옵션 buyer_email 주문자 이메일

            "buyer_cellphone": "010-0000-0000", 옵션 buyer_cellphone 주문자 휴대전화

            "billing_name": "Test", 필수 billing_name 입금자명(결제자명)

            "bank_account_no": "12312422234", 필수 bank_account_no 계좌번호

            "bank_code_name": "Sample Bank", 필수 bank_code_name 입금 은행명

            "order_date": "2018-07-04T11:21:35+09:00", 필수 order_date 주문일자(timezone)

            "order_price_amount": "30000.00", 필수 order_price_amount 주문금액

            "items": [{ 옵션 items 상품

                        "product_name": "상품명1" 옵션 product_name 상품명

                     },{

                        "product_name": "상품명2"

                     }]

                     },{

            "order_id": "20170710-0000014",

            "buyer_name": "John Doe",

요청(Request)

응답(Response)



            "buyer_email": "sample@sample.com",

            "buyer_cellphone": "010-0000-0000",

            "billing_name": "Test",

            "bank_account_no": "12312422234",

            "bank_code_name": "Sample Bank",

            "order_date": "2018-07-04T11:21:35+09:00",

            "order_price_amount": "30000.00",

            "items": [{

                        "product_name": "상품명1"

                     }]

                    }]

}

정상

주문건 없을 경우 parameter description

{ "orders" : [] } 필수 orders 주문리스트



건별 주문내역 상세 API 가이드

Param요청 { parameter description

"order_id": "주문번호" 필수 order_id 주문번호

}

정상 { parameter description

    "order": { 필수 order 주문정보

            "order_id": "20170710-0000013", 필수 order_id 주문번호

            "buyer_name": "John Doe", 옵션 buyer_name 주문자 이름

            "buyer_email": "sample@sample.com", 옵션 buyer_email 주문자 이메일

            "buyer_cellphone": "010-0000-0000", 옵션 buyer_cellphone 주문자 휴대전화

            "billing_name": "Test", 필수 billing_name 입금자명(결제자명)

            "bank_account_no": "12312422234", 필수 bank_account_no 계좌번호

            "bank_code_name": "Sample Bank", 필수 bank_code_name 입금 은행명

            "order_date": "2018-07-04T11:21:35+09:00", 필수 order_date 주문일자(timezone)

            "order_price_amount": "30000.00", 필수 order_price_amount 주문금액

            "items": [{ 옵션 items 상품

                "product_name": "상품명1" 옵션 product_name 상품명

             },{

                "product_name": "상품명2"

             }]

          }

}

요청(Request)

응답(Response)



실패 { 발생가능 오류 코드 code description

"return_code": "415", 400 JSON format 오류

"description": "order_id 오류" 415 order_id 오류

}



입금확인 API API 가이드

** 한번에 요청 하는 건수 최대 건수 제한 가능

Param요청 { parameter description

 "requests": [{ 필수 requests 입금확인 요청

    "order_id": "20180402-0000032" 필수 order_id 주문번호

    },{

    "order_id": "20180402-0000013"

   }]

}

정상 { parameter description

"return_code": "200", 필수 return_code 응답 코드

"description": "정상" 필수 description 응답 내용

}

실패 {

"return_code": "400",

"description": "JSON format 오류"

}

존재하지 않는 order_id 포함 오류

{ parameter description

"return_code": "415", 필수 return_code 응답 코드

"description": "오류 order_id 체크", 필수 description 응답 내용

"orders": [{ 필수 orders 주문내역

요청(Request)

응답(Response)



"order_id":"2012343124-23fsda", 필수 order_id 입금확인오류 주문번호

"description": "order_id 오류" 필수 description 입금확인오류 내용

},{

"order_id":"205424152343124-23fsda", 코드 code description

"description": "입금대기 상태 에러" 200 정상

}] 400 JSON format 오류

} 415 오류 order_id 체크

order_id 오류

입금대기 상태 에러

** 입금오류난 order_id 부분만 다시 return

** 이미 입금확인이 되어 있는 내역 => 성공처리

오류 order_id 체크 오류난 order_id가 있을 경우

order_id 오류 요청한 order_id 값의 주문정보가 없는경우

입금대기 상태 에러 요청한 order_id 값의 주문정보가 입금대기 상태가 아닐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