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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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상품관리 소개
1) 서비스 개요
2) 주요 기능 안내

3

1) 서비스 개요
01 상품등록 → 진열 → 판매: 쇼핑몰 상품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관리의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상품등록 전

상품등록 후

상품분류 생성

상품정보 관리

√ 쇼핑몰에 노출할 상품분류의 구조를 미리 설정해 두시면
상품등록 시, 해당 상품을 어느 분류에 진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에 동일한 정보를 적용해 일괄 수정도 가능합니다.

ㄴ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ㄴ 상품분류 관리> 분류 환경설정

ㄴ 상품관리> 상품목록
ㄴ 상품관리> 상품정보 일괄변경
ㄴ 상품관리> 삭제상품 목록

----------------------------------------- 16p
----------------------------------------- 20p

----------------------------------------- 57p
----------------------------------------- 62p
----------------------------------------- 63p

상품옵션 생성
√ 판매할 상품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경우
미리 등록해 두시면, 상품등록 시 저장한 옵션을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옵션 관리> 옵션관리
ㄴ 상품옵션 관리> 옵션세트 관리

----------------------------------------- 21p
----------------------------------------- 23p

√ 쇼핑몰에서는 상품 검색조건으로 활용되고,
운영자가 상품을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정보입니다.
미리 등록해 두시면, 상품등록 시 선택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매분류
판매분류
판매분류
판매분류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등록한 상품을 쇼핑몰에 어떻게 진열할지 설정합니다.
영역별로 노출할 상품을 설정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영역에 따라 고객에게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표시관리> 상품 진열관리
----------------------------------------- 65p
ㄴ 상품표시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 69p

판매분류 생성

ㄴ
ㄴ
ㄴ
ㄴ

상품진열 관리

제조사
공급사
브랜드
트렌드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상품진열 부가 기능
77p
79p
83p
85p

√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효율적인 상품 디스플레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ㄴ 상품표시관리> 편의기능 설정

----------------------------------------- 74p

재고 관리
√ 상품의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품목별 (상품 내 옵션별) 재고 현황을 제공하며
품절되거나, 중요재고로 설정된 상품의 리스트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등록
상품등록
√ 상품등록 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할 것인지/ 상세 정보를 입력할 것인지/
등록할 상품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등록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등록> 간단 등록
ㄴ 상품등록> 상품 등록
ㄴ 상품등록> 엑셀 등록

----------------------------------------- 26p
----------------------------------------- 29p
----------------------------------------- 49p

등록한 상품 세트로 구성
√ 등록한 상품 중, 2개 이상을 결합해 세트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트상품에 대한 할인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등록> 세트상품 등록

ㄴ 재고관리> 상품재고 관리
ㄴ 재고관리> 품절상품 관리
ㄴ 재고관리> 안전재고 관리

----------------------------------------- 88p
----------------------------------------- 91p
----------------------------------------- 94p

기획전 진행
√ 기본 노출하는 상품분류와는 별도로, 기획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분류보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기획전 분류 설정이 가능합니다.
----------------------------------------- 98p
ㄴ 기획전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
ㄴ 기획전 관리>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 100p

----------------------------------------- 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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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1 상품등록은 한번, 진열할 쇼핑몰은 여러 개 - 멀티쇼핑몰 상품 현황
1개의 상품을 등록한 후, 여러 쇼핑몰에 노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별로 노출중인 상품 현황은 상품관리> 메인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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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2 상품 진열에 필요한 기본정보만, 쉽고 빠른 상품 등록 - 간단 등록
상품명, 판매가만 입력하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 등록] 후, 상세한 상품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 [상품 등록]과 [상품 수정] 메뉴를 활용해 정보 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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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3 드래그 앤 드롭 OK, 단축키 OK - 사용 편의 강화
편리한 상품 등록을 위해 드래그 앤 드롭과 단축키 방식을 지원합니다.
[상품분류 관리]에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분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원하는 상품분류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품옵션 관리] 에서는 [+] 버튼과 [enter] 키를 활용해 옵션값을 추가할 수 있고, 옵션값의 순서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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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4 자주 쓰는 상품 옵션, 한 번 등록하면 OK - 옵션 관리
상품의 다양한 옵션,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등록하시나요?
판매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은 미리 등록하시고, 상품등록 시 선택만 해 주세요.
등록한 옵션을 결합해, 옵션세트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IP] 활용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a. 판매할 상품별로, 주로 활용할 옵션을 정리합니다.
ㄴ 상의 사이즈 구분: 55, 66, 77
ㄴ 상의 사이즈 구분: XS, S, M, L
ㄴ 하의 사이즈 구분: 26, 27, 28
ㄴ 청바지 색상 구분: 연청, 중청, 진청
b. 옵션을 저장합니다.
C. 상품등록 시, 상품에 해당하는 옵션을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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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4 자주 쓰는 상품 옵션, 한 번 등록하면 OK - 옵션 관리
상품의 다양한 옵션,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등록하시나요?
판매할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은 미리 등록하시고, 상품등록 시 선택만 해 주세요.
등록한 옵션을 결합해, 옵션세트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IP] 활용
옵션관리에 등록한 옵션을 2개 이상 선택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옵션세트를 구성합니다.
청바지를 판매할 경우,
a.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ㄴ하의 사이즈 구분: 26, 27, 28 과
ㄴ 청바지 색상 구분: 연청, 중청, 진청
b. 옵션세트로 저장합니다.
C. 상품등록 시, 상품에 해당하는 옵션을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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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5 대량 상품등록, 수정 OK - 엑셀 업로드, 일괄변경 지원
대량의 상품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제공하는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수정 →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진열순서 변경, 재고정보 변경 가능)
여러 상품에 동일한 수정사항을 반영할 때는, 상품정보 일괄변경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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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6 다양한 상품 속성, 원하는 대로 검색 - 검색 강화
상품 속성을 다양하게 조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 열기를 누르면, 제공하는 검색조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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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7 확실한 판매전략, 상품 디스플레이 기능 강화 - 분류별 진열 설정, 관련상품
상품 분류별, 분류 내 영역별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 해당 상품의 관련상품을 추가로 노출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TIP] 활용
쇼핑몰> 상품분류 페이지
추천상품
신상품
일반상품

a. 상품 진열
쇼핑몰 메인/ 상품 분류페이지의 각 영역별로 상품 진열을 설정
합니다. 동일한 상품을 여러 분류에 동시에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b. 관련상품
ㄴ 상품촬영 시 활용한 코디상품을 노출
ㄴ 해당 상품분류의 판매 상위 상품을 노출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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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능 안내
08 재고관리에 대한 고민 이제 그만, 재고정확성 OK - 재고관리
상품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품목별 (상품의 옵션별, 실제 판매되는 단위) 재고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상품등록/ 수정 시 해당 상품을 재고관리 대상으로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절 뿐 아니라, 설정한 안전재고보다 재고 수량이 적어질 경우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TIP] 활용
a. 중요재고
ㄴ 재고 소진 시 재입고가 불가
ㄴ 쇼핑몰에 빠른배송 가능한 상품으로 진열
하는 등, 재고를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중요재고로
설정해 별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b. 안전재고
ㄴ 해당 상품의 일 평균 주문 건과
ㄴ 재입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안전재고를 입력하면, 고객에게 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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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기능별 매뉴얼
1) 상품 등록
2) 상품정보 관리
3) 상품표시 관리
4) 판매분류 관리
5) 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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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1) 상품분류 관리
- 분류 관리
- 분류환경 설정
(2) 상품옵션 관리
- 옵션 관리
- 옵션세트 관리
(3) 상품 등록
- 간단 등록
- 상품 등록
- 엑셀 등록
- 세트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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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분류 관리
01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품분류는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세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쉽게 원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열할 상품의 성격에 맞는 상품분류를 생성해주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상품분류 설정: 상품분류를 추가하거나 이동/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대분류추가
상품분류가 트리 형태로 노출되는 좌측 영역에, 상품분류명을 입력할 수 있
는 인풋박스가 추가됩니다.

3
5
2

4

6
7

2. 상품분류 이동
상품분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등록한 상품분류의 위치
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상세분류 구분 없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
이 가능합니다.

8
3. 분류이동저장
상품분류를 이동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이동한 상품분류가 저장됩니다.
9
10

4. 하위분류 추가
+ 아이콘 클릭 시, 선택한 상품분류 하위에 상품분류가 추가됩니다.

분류정보: 선택한 상품분류의 정보를 입력하고, 쇼핑몰에 노출할 이미지와
접근권한을 설정합니다.
11
12
13

14
15

5. 분류URL
상품분류의 페이지 URL을 표시합니다. 클릭 시 쇼핑몰의 해당 카테고리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6. 분류명
상품분류명을 입력/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분류명은 쇼핑몰에 노출되
므로 고객이 인지하기 쉽게 입력해주세요.
7. 분류설명
상품분류에 대한 부가설명을 입력합니다.
8. 표시상태
선택한 상품분류의 노출여부를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 사용중인 경우는, 노출할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
이 노출됩니다.

16

17

16

(1) 상품분류 관리
01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품분류는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세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쉽게 원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열할 상품의 성격에 맞는 상품분류를 생성해주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9
10

9. 메인분류 표시상태
쇼핑몰 메뉴 영역에 해당 상품분류를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 사
용중인 경우는, 노출할 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쇼핑몰> 메뉴 영역

11
12
13

14
15

10. 상품진열
상품분류에 진열된 상품을, 어떤 규칙으로 정렬해 노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정렬 설정할 경우 등록순, 판매순 등 12가지 조건 중 선택해
별도의 정렬 없이 상품을 진열할 수 있습니다.
11. 품절상품 진열
품절상품을 상품분류의 맨 앞이나 뒤로 자동 진열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
다.

16

17

18
19

12. 하위분류 상품진열
선택한 상품분류에 하위분류가 존재하는 경우, 쇼핑몰의 선택한 상품분류
화면에 하위분류에 속한 상품까지 진열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선택항 상품분류가 상세분류일 경우, 하위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3. 검색엔진 최적화(SEO) 키워드
검색 엔진에서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상품분류별 대표키워드를 등
록합니다. 키워드는 콤마(,)로 구분해 최대 10개까지 등록합니다.

17

(1) 상품분류 관리
01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품분류는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세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쉽게 원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열할 상품의 성격에 맞는 상품분류를 생성해주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9

분류꾸미기: 상품분류의 쇼핑몰 화면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대분류인 경우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11
12
13

14
15

14. 메뉴이미지
쇼핑몰 메뉴 영역에 노출할 상품분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
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분류명(6) 텍스트가 노출됩니다.
- 기본 이미지: 마우스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 노출되는 이미지입니다.
- 오버 이미지: 마우스 오버한 상태에 노출되는 이미지입니다.
15. 상단이미지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분류에 접속했을 때, 상단에 노출할 이미지를 등록합
니다.
쇼핑몰> 상품 분류페이지

16

17

18
19

16. 타이틀 이미지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분류에 접속했을 때, 타이틀 영역에 노출할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별도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분류명(6) 텍스트가 노출
됩니다.
쇼핑몰> 상품 분류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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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분류 관리
01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상품분류는 대분류 하위에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세분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쉽게 원하는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열할 상품의 성격에 맞는 상품분류를 생성해주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9
10

11
12
13

분류접근 설정: 상품분류의 접근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17. 접근권한
모두 이용가능 외 선택할 경우, 로그인 후 해당 상품분류에 접근할 수 있습
니다.
18. 성인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 설정 시 상품분류에 접근하면 성인인증 안내 화면이 노출됩니다.
[상점관리> 운영관리> 운영방식 설정> 성인인증 사용 시 19금 이미지 노
출 및 구매차단 설정]
19. 접근차단 IP
등록한 IP는 상품분류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대역 차단은 '*'를 사용해주시
면 됩니다. (예: 123.123.123.*)

14
15

16
[TIP] 활용
17

18
19

★ 상품분류는 어떻게 생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열할 상품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분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성격에 따른 분류 뿐 아니라 특가/ 시즌 등 이벤트 성 상
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다양하게 분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
품분류의 진열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기간 동안에만 고객에게 노출
할 상품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표시상태와 메인분류 표시상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표시상태는 해당 상품분류를 쇼핑몰에 노출할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메
인분류 표시상태는, 표시상태가 해당 쇼핑몰에 체크되어 있어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쇼핑몰 화면의 메뉴 영역에 해당 상품분류를
노출할 것인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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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분류 관리
02 분류 환경설정
상품분류를 추가할 때, 기본으로 생성할 값을 설정합니다.
현재 생성된 상품분류의 일부 설정을 일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환경설정
상품분류를 추가할 때, 상품진열, 품절상품진열, 하위분류 상품진열 3개 항
목에 대한 설정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저장합니다.
3개 항목의 설정은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관리와 동일
합니다.
1

1. 모든 분류 일괄변경
현재 생성되어 있는 상품분류의 해당 설정이 일괄 변경됩니다.
2. 확인
환경설정을 저장합니다. 상품분류를 생성하면, 저장된 환경설정이 기본
반영된 상태로 분류가 생성됩니다.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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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옵션 관리
01 옵션 관리
다양한 상품에 공통으로 쓰이는 옵션이 있을 경우 (ex: 상의 사이즈 S, M, L / 하의 사이즈 26, 27, 28)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옵션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쓰이는 옵션은 옵션관리에서 등록해 관리하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옵션 관리> 옵션 관리
옵션을 등록하고, 등록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옵션등록
옵션을 신규로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2

2. 옵션정보 확인 및 수정
옵션코드나 옵션명을 클릭하면 등록한 옵션정보를 확인하고, 옵션명과 옵
션설명, 옵션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TIP] 활용
★ 옵션은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옵션명은 쇼핑몰에 노출되는 항목이므로, 고객이 인지하기 쉽도록 입력해
야 합니다.
‘사이즈’ 라는 속성을 가진 옵션은
- 상의: S, M, L
- 상의 5단위: 85, 90, 95, 100, 105
- 하의: S, M, L
- 하의 허리사이즈: 25, 26, 27, 28
- 신발: 225, 230, 235, 240
등으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옵션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노출할 옵션명은 사이즈로 입력하고, 옵션설명에 부가적
인 내용을 입력하면 효율적으로 옵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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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옵션 관리
01 옵션 관리
다양한 상품에 공통으로 쓰이는 옵션이 있을 경우 (ex: 상의 사이즈 S, M, L / 하의 사이즈 26, 27, 28)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옵션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쓰이는 옵션은 옵션관리에서 등록해 관리하세요.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옵션 관리> 옵션 관리
상품옵션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옵션코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옵션을 등록한 후 옵션정보를 확인하면,
생성된 코드가 노출됩니다.

1

2. 쇼핑몰명/ 옵션명
멀티쇼핑몰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별로 옵션명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제
공합니다.

3
2

3. 옵션명- 기본쇼핑몰 정보 공통사용
선택한 경우, 옵션명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기본쇼핑몰에 입력한 옵션명
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선택 해제한 경우, 옵션명을 각각 입력할 수 있습
니다.
8

4

6

5

7

4. 편집 [▲▼]
옵션값의 순서를 아래위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5. 옵션값
쇼핑몰에 노출할 옵션값을 입력합니다. ,(콤마), /(슬래시), ;(세미콜론)은 등
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클릭해 옵션값을 추가 입력할 수 있고, -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값
입력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열이 삭제됩니다.
6. 추가금액
고객이 해당 옵션을 선택해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 - 금액 설정 가능합니다.
7. 쇼핑몰 선택
선택한 경우, 옵션값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기본쇼핑몰에 입력한 옵션값
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선택 해제한 경우, 옵션값을 각각 입력할 수 있습
니다.
8. 입력필드 추가
1개 ~ 20개까지 한번에 옵션값 입력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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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옵션 관리
02 옵션세트 관리
등록한 옵션을 결합해, 옵션세트로 구성합니다.
(ex: 상품분류 구두에 적용할 옵션 - 굽높이, 색상, 사이즈를 1개의 옵션세트로 구성)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옵션 관리> 옵션세트 관리
옵션세트를 등록하고, 등록한 옵션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옵션세트 등록
옵션세트를 신규로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옵션세트정보 확인 및 수정
옵션세트코드나 옵션세트명을 클릭하면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고, 옵션세트
명과 설명, 사용여부, 구성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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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옵션 관리
02 옵션세트 관리
등록한 옵션을 결합해, 옵션세트로 구성합니다.
(ex: 상품분류 구두에 적용할 옵션 - 굽높이, 색상, 사이즈를 1개의 옵션세트로 구성)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옵션 관리> 옵션세트 관리
기본정보 입력: 옵션세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1. 옵션세트 코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옵션세트를 등록한 후 정보를 확인하면,
생성된 코드가 노출됩니다.

1

2. 사용여부
옵션세트를 생성한 후, 상품등록 시 ‘옵션세트 불러오기’에서 선택항목으로
노출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사용함으로 설정해야 옵션세트가
노출됩니다.

2

8
옵션세트 구성: 등록한 옵션 중, 세트로 결합할 옵션을 선택합니다.
3

4
3. 검색
옵션세트 등록 화면에 처음 접속하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옵션이 모두
노출됩니다. 이 중 특정 옵션을 검색하려면 해당 기능을 활용합니다.

5

6

4. 전체목록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옵션을 확인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옵
션 코드와 옵션명 전체 리스트가 노출됩니다.

7

5. [돋보기] 아이콘
리스트에 노출되는 옵션코드와 옵션명 외에, 해당 옵션에 저장되어 있는 옵
션값을 확인할 수 있는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6. 추가
좌측에 노출되는 옵션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옵션이 옵션
세트로 사용할 값으로 선택됩니다.
7. 삭제
우측에 노출된 옵션세트로 사용할 옵션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옵션이 삭제됩니다.
8. 사용할 옵션
옵션세트로 결합해 사용할 옵션 리스트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옵션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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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옵션 관리
02 옵션세트 관리
생성한 옵션세트는 상품등록 시 ‘옵션세트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활용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 등록> 간단 등록, 상품 등록
1. 옵션세트 불러오기
옵션세트 저장 시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설정한 옵션세트만 선택 가능하
도록 노출됩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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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1 간단 등록
쇼핑몰에 상품을 진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만 입력하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 등록] 후, 상세한 상품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 [상품 수정] 메뉴를 활용해 정보 추가가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간단 등록
1. 상품옵션설정
사용함으로 설정할 경우, 옵션을 직접 입력하거나 사용중인 옵션세트를 상
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합구성(일체선택형): 입력한 옵션값이 조합되어, 하나의 선택값으로 표
시됩니다.
- 조합구성(분리선택형): 입력한 옵션값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
다. 옵션값을 각각 선택하면, 옵션을 조합해 구매할 상품을 선정합니다.
- 단독구성: 입력한 옵션값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옵션값을
선택할 때마다 구매할 상품이 각각 선정됩니다.

1

2. 옵션설정
- 옵션세트 불러오기: 사용중으로 설정한 옵션세트를 선택해, 해당 상품에
적용합니다.
- 직접 입력하기: 해당 상품에 적용할 옵션을 직접 입력합니다.
3. 옵션품목생성
2에서 옵션을 생성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옵션품목별 판매여부와 진열여
부, 추가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간단등록> 옵션품목생성

2
3
4

5
6
4. 상품이미지등록
기본으로 쇼핑몰에 노출할 이미지입니다.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목록
페이지, 축소 이미지로 자동 등록됩니다.
권장 이미지 정보 : 500px * 500px / 1M 이하 / gif, png, jpg(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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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1 간단 등록
쇼핑몰에 상품을 진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만 입력하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 등록] 후, 상세한 상품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 [상품 수정] 메뉴를 활용해 정보 추가가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간단 등록
4

5. 상품상세설명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해당 영역에 등록한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에
디터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상품분류선택
쇼핑몰에서 고객이 어떤 분류로 접근했을 때, 해당 상품을 노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상품분류관리에 등록한 분류 정보가 노출되며, 대분류> 중분
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7. 표시상태설정
- 진열상태: 쇼핑몰에 상품을 노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진열안함으로 설
정할 경우 상품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판매상태: 진열한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판매안함으로 설정
할 경우 상품이 품절 상태로 노출됩니다.

6

7

[TIP] 활용
★ 간단 등록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상
품 입고 후 기본적인 상품명이나 판매가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상품촬영,
상세정보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효율적인 상품정보 관리를 위해, 확보한 상품의 기본 정보간 간단등록을 통
해 등록해 두고, 상품정보 수정 기능을 활용해 추가로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품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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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1 간단 등록
쇼핑몰에 상품을 진열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만 입력하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단 등록] 후, 상세한 상품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 [상품 수정] 메뉴를 활용해 정보 추가가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쇼핑몰> 상품상세 화면
간단등록을 통해 등록한 항목이 노출되는 영역입니다.
1. 상품옵션
옵션설정 방식에 따라 노출되는 옵션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2. 버튼 노출
판매상태> 판매함일 경우: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버튼 노출
판매상태> 판매안함일 경우: SOLD OUT 버튼 노출 (구매, 장바구니 담기
불가)

1 ┌ 상품옵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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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정보를 불러옵니다. 필요한
항목만 수정해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1. 기존 상품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
이 노출됩니다.
2. 검색- 상품분류
검색 대상이 되는 상품분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하위분류 포함검색: 선택하면, 선택한 상품분류 하위에 등록된 상품이 검
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대분류 Outer 선택 후 하위분류 포함검색 선택 시
→ 대분류 Outer 하위의 중분류 Coat, Jacket에 등록된 상품도 검색됨)
- 분류 미등록상품검색: 선택하면, 상품분류 정보가 없는 상품을 검색 대상
에 포함합니다.
3. 선택
상품 목록 중, 상품정보를 불러올 대상을 선택한 후 (1개만 선택 가능) 버튼
을 클릭하면 팝업이 닫히면서 상품등록 메뉴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상품
정보가 노출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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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외부 연동한 마켓과 쇼핑몰에 상품을 노출하는 것과 관련한 설정입니다.
1
4

4. 마켓연동 선택
상품을 오픈마켓에도 노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연동할 마켓을 선택하면,
해당 마켓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입력해 별도의 상품등록 없이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5. 진열상태
등록하는 상품을 노출할 여부를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우,
어떤 쇼핑몰에 노출할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5

6. 판매상태
진열한 상품을 판매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우,
어떤 쇼핑몰에 판매할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판매 상태일 경우: 상품상세 페이지에 바로구매하기 버튼 노출
- 판매안함 상태일 경우: 상품상세 페이지에 Sold out 버튼 노출 (구매불가)

6
11

12

7. 상품분류 선택- 추가
상품을 등록할 분류를 선택한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선택 가능)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상품분류는 버튼 하단에 리스
트로 노출됩니다.
8. 추가된 상품분류- 고정
상품 등록 시, 기본으로 지정할 상품분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7

8

9

10

쇼핑몰> 상품분류 페이지
추천상품
신상품
일반상품

15

9. 진열영역 선택
쇼핑몰 상품분류 화면은, 일반상품 영역/ 신상품 영역/ 추천상품 영역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상품을 어떤 영역에
노출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품 영역에는 자동 등록되며, 신상품 영역과 추천상품 영역에 추가 노
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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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10. 자주쓰는 분류 등록
추가된 상품분류를 자주쓰는 분류로 등록합니다. 등록 결과는 13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1. 최근등록 분류 보기
상품 등록 시 최근 등록한 분류를 최대 10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12. 최근등록 분류 +추가
등록중인 상품의 분류로 지정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
르면, 선택한 값이 추가된 상품분류에 저장됩니다.
13. 자주쓰는 분류 보기
자주쓰는 분류로 등록한 값을 최대 30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11

13

14. 자주쓰는 분류 +추가
등록중인 상품의 분류로 지정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
르면, 선택한 값이 추가된 상품분류에 저장됩니다.

12

15. 메인 진열
쇼핑몰 메인에 등록한 상품을 진열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 아이콘을 활용
해 메인의 다양한 영역 (추천상품, 신상품 등)에 상품을 중복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14
7

8

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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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3
4

2

1. 상품명/ 영문상품명: 번역
구글 자동번역을 활용한 상품명 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입력한 언어와 번
역을 원하는 언어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2. 구글 자동번역
상품명에 입력한 텍스트가 출발어로 노출됩니다. 번역 원하는 언어를 도착
어 드롭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아이콘을 클릭하면,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역한 상품명을 확인한 후 사용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명이 번역된 텍스트
로 변경됩니다.
3. 상품코드
상품등록 시 자동으로 발행되는 상품의 고유 코드입니다. 8자리로 생성됩
니다.
4. 자체 상품코드
상품코드와 별개로, 쇼핑몰 운영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코드가 있을
경우 입력하는 영역입니다. 코드 형식에 제약은 없으며 중복확인 가능합니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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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상세설명
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해당 영역에 등록한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에
디터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모바일 상품 상세설명
모바일로 접속하는 경우 노출할 상품 상세설명입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로 접속해도 5의 상품 상세설명이 노출됩니다. 단순한 태그를 사용
하고 이미지 용량을 작게 설정할수록 모바일 접속 시 페이지 로딩이 빨라
집니다.
마켓연동 선택 시,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7. 상품 상세설명 번역정보
상품 상세설명을 언어별로 번역에 입력할 경우, 해당 영역에 콘텐츠를 입력
합니다.
8. 검색어설정
쇼핑몰 내에서 검색 키워드로 활용됩니다. 콤마(,)로 구분해 최대 10개까지
등록합니다.
9. 검색엔진 최적화(SEO) 키워드
검색 엔진에서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상품분류별 대표키워드를
등록합니다. 키워드는 콤마(,)로 구분해 최대 10개까지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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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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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쇼핑몰에 노출되는 표시정보를 설정합니다.
1

1. 소비자가
쇼핑몰 화폐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2. 공급가
상품을 구입해온 공급가격을 원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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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구분
상품의 과세 형태를 구분합니다.
- 과세상품: 부가세 포함한 상품
(판매가의 과세금액에 설정한 과세 % 적용된 세금이 표시됩니다.)
- 영세상품: 매입세액 환급 상품
면세상품: 부가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4. 판매가 계산
판매가 산정을 위한 계산기 기능입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판매가 계산식=공급가+(공급가*마진율)+추가금액
(ex: 공급가30000+(공급가*마진율10%)+추가금액7,000=40,000원)
- 쇼핑몰별 공통계산: 원화 기준으로 추가금액을 입력하고, 판매가 적용을
누르면 5 판매가에 화폐별 판매가가 자동 입력됩니다.
- 쇼핑몰별 별도계산: 쇼핑몰 화폐 기준으로 추가금액을 입력합니다.
5. 판매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가격입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 상품가: 판매가에서 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과세금액: 3 과세구분 설정에 따라 표시됩니다.
6. 판매가 대체문구
쇼핑몰 화면의 판매가 노출 영역에, 판매가 대신 노출할 문구를 지정합니
다. 사용으로 선택할 경우, 상품 주문이 불가합니다.
(ex: 업데이트 예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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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제한
회원/ 비회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 기본설정 사용: [상점관리> 운영관리> 운영방식설정> 구매제한]에 설정
한 값이 적용됩니다.
- 개별설정: 해당 상품에만 별도의 설정을 적용합니다.
8. 구매 주문단위
설정한 단위로 주문 및 장바구니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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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소 주문수량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지정합니다. 최소 수량 미만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10. 최대 주문수량
1회 주문 시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지정합니다. 최대 수량 이
상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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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립금
구매 시 적용되는 적립금에 대한 설정입니다.
- 기본설정 사용: [상점관리> 운영관리> 적립금설정]에서 설정한 [지급설
정 > 상품구매 시 적립금 지급 비율 설정]이 적용됩니다.
- 개별설정: 결제방식에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 혹은 원화로 금액을 정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에 따른 적립을 사용할 경우, 8가지
결제방식에 따른 적립율/ 적립액을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적립제한
회원등급 적립금을 설정한 경우 노출됩니다. 회원등급 추가 적립금을 %로
지급할 경우, 본 상품을 제외한 상품 합계금액 기준으로 적립금이 계산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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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인인증
성인인증을 한 경우만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 설정 시
상품 상세페이지에 접근하면 성인인증 안내 화면이 노출됩니다.
[상점관리> 운영관리> 운영방식 설정> 성인인증 사용 시 19금 이미지 노
출 및 구매차단 설정]
14. 네이버 마일리지 서비스
서비스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상품권 같은 상품은 네이버 마일리지 운영
정책상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안함을 선택해주세요.
15. 네이버 체크아웃 서비스
서비스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 사용함- 네이버 체크아웃 + 쇼핑몰 동시판매 상품: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
지에 구매하기, 장바구니 버튼과 함께 네이버 체크아웃 버튼이 노출됩니다.
- 사용함- 네이버 체크아웃 전용 상품: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장바구니
버튼과 네이버 체크아웃 버튼만 노출됩니다. (쇼핑몰 구매하기 버튼 미노출)
16. 네이버 지식쇼핑 추가 홍보문구
네이버 지식쇼핑 연동된 경우만 노출되는 항목입니다. 사용함 설정해 입력
한 문구는, 네이버 지식쇼핑에 노출됩니다.
상품비교 페이지의 판매가 하단에 홍보문구가 노출되며, 데이터 적용 후 네
이버 영업담당자에게 완료 메일을 전달하면 검수 후 익일 반영됩니다.
네이버 지식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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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쇼핑하우 추가 홍보문구
다음 쇼핑하우 연동된 경우만 노출되는 항목입니다. 사용함 설정해 입력한
문구는, 다음 쇼핑하우에 노출됩니다.
상품비교 페이지의 판매가 하단에 홍보문구가 노출되며, 데이터 적용 후 다
음 영업담당자에게 완료 메일을 전달하면 검수 후 익일 반영됩니다.
다음 쇼핑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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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 구성방식
- 조합구성: 옵션값을 조합해 품목을 생성합니다. 조합구성을 선택한 경우,
옵션 표시방식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 일체선택형: 입력한 옵션값이 조합되어, 하나의 선택값으로 표시됩니다.
- 분리선택형: 입력한 옵션값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옵션값
을 각각 선택하면, 옵션을 조합해 구매할 상품을 선정합니다.
- 단독구성: 입력한 옵션값을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옵션값을
선택할 때마다 구매할 상품이 각각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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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 구성방식- 단독구성
옵션 선택방식 항목이 노출됩니다. 옵션별로 한 개씩 선택에 체크하면, 쇼
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구매할 상품으로 추가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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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표시방식
1의 품목 구성방식을 조합구성으로 선택한 경우만 노출됩니다.
- 일체선택형: 사용된 옵션이 2개 이상일 경우, 옵션을 조합해 한번에 선택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됩니다.
- 분리선택형: 사용된 옵션이 2개 이상일 경우, 옵션을 각각 선택합니다.
(ex: 사이즈- S, M, L / 색상- 검정, 흰색 2가지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 일체선택형: 사이즈-색상/ S-검정, M-검정, L-검정, S-흰색, M-흰색, L-흰
색 총 6개의 옵션을 노출, 사이즈와 색상을 한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 분리선택형: 사이즈- S, M, L / 색상- 검정, 흰색 각각 선택하도록 제공)
4. 옵션설정
- 옵션세트 불러오기: 사용중으로 설정한 옵션세트를 선택해, 해당 상품에
적용합니다.
- 직접 입력하기: 해당 상품에 적용할 옵션을 직접 입력합니다.
5. 옵션값 수정
- 옵션세트 불러오기를 통해 기존에 생성된 옵션값을 적용했을 때 사용하
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적용한 옵션의 옵션명과 옵션값을 수정할 수 있
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6. 모든 옵션 품목추가
모든 옵션값을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합니다.

19

7. 선택한 옵션 품목추가
옵션세트 불러오기를 사용한 경우, 옵션값 중 해당 상품에 적용할 항목만
선택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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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8. 일괄설정
쇼핑몰 별로, 옵션정보를 일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재고
관리 사용여부와 재고관리 등급, 수량체크 기준, 재고수량, 안전재고, 품절
기능 사용여부, 진열여부, 판매여부, 추가금액을 일괄 설정합니다.

2

1

3
4

5

7

6
8

15
9

10

11
16

12
17

13
18

14

14

9. 자체 품목코드
쇼핑몰 운영에 활용하는 자체 품목코드가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자체 품목
코드 중복확인 버튼을 활용해 중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재고관리 사용
사용함 선택할 경우, 재고관리 대상 상품이 됩니다. [상품관리> 재고관리>
상품재고 관리] 에서 해당 상품의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재고관리 등급
일반재고 또는 중요재고를 선택합니다. 상품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12. 수량체크 기준
재고 수량을 체크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 주문 기준: 상품 주문이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 결제 기준: 결제가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13. 재고수량
상품별로 보유한 재고수량을 입력합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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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4. 안전재고
원활한 주문 및 배송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경우, 상품의 재고가 입력한 개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품관리> 재고관
리> 안전재고 관리]에 표시됩니다.

2

1

15. 품절기능
사용 시, 재고가 0이 되면 해당 상품이 쇼핑몰에 품절로 표시됩니다.

3
4

16. 진열여부
해당 옵션을 쇼핑몰에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진열안함 선택 시 해당 옵션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6

5

17. 판매여부
해당 옵션을 쇼핑몰에 판매할지 설정합니다. 판매안함 선택 시, 옵션은 품
절 상태로 노출됩니다.

7

18. 추가금액
옵션을 선택했을 때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8
15
9

10

11
16

12
17

13
18

14

14

19. 추가입력 옵션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옵션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노출됩니다.
(ex: 도장 판매 시 추가옵션명: 도장에 새길 이름을, 필수항목으로 설정하여
구매자들의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자~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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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쇼핑몰의 상품 목록 및 상세 페이지에 노출할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1

3

4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상세이미지

2

5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 목록이미지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축소이미지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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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3

1. 대표이미지등록
이미지 1컷을 등록하면, 상세이미지/ 목록이미지/ 축소이미지를 각각 리사
이징 해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해 업로드 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권장 사이즈: 500*500px, 1M 이하/ gif, png, jpg (jpeg)

4

2

5

2. 이미지 사이즈 변경
이미지 업로드 시 상세이미지, 분류이미지, 메인이미지, 확대이미지로 각각
자동 리사이징 되는 사이즈를 픽셀 단위로 기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을 누르면 아래외 같이 사이즈 정보가 설정됩니다.
상세이미지: 500*500px
분류이미지: 300*300px
축소이미지: 220*220px
확대이미지: 500*500px
3. 개별이미지등록
상세이미지, 목록이미지, 축소이미지를 각각 등록합니다.
4. 웹FTP등록
웹FTP를 통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한 후,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FTP 이미지 등록 팝업이 노출됩니다. 이 팝업에서 이
미지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상품 이미지로 등록할 파일을 디렉토리에서 선
택합니다.
웹FTP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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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3

5. 확대이미지 추가 등록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되는 확대이미지를 20개까지 추가합니다.
이미지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등록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이
가능하며, 등록한 이미지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출 순서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권장 사이즈: 500*500px/ 1M 이하/ gif, png, jpg (jpeg)

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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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2
3
4

1. 제조사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제조사 관리]에서 등록한 제조사 목록이 노출
됩니다.
2. 공급사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제조사 관리]에서 등록한 공급사 목록이 노출
됩니다.
3. 브랜드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브랜드 관리]에서 등록한 브랜드 목록이 노출
됩니다.

5

6

4. 트렌드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트렌드 관리]에서 등록한 트렌드 목록이 노출
됩니다.
5. 유효기간
콘텐츠 상품 (인터넷 강의, 미용 티켓)이나 식품 등 상품의 유효기간을 표시
해야 할 경우 설정합니다.
달력 아이콘을 클릭해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6.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를 선택합니다. 국내/ 국외를 선택할 경우 세부 지역까지 선
택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기타를 선택할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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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상세이용안내 영역에 노출될 콘텐츠를 설정합
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2
3
4

1. 상품결제정보
- 기본정보 사용: [상점관리> 기본정보관리> 기타이용안내 설정> 결제안
내]에 입력한 콘텐츠를 해당 상품에 노출합니다.
- 직접등록: 에디터가 노출되며, 해당 상품에만 콘텐츠가 적용됩니다
2. 상품배송안내
- 기본정보 사용: [상점관리> 기본정보관리> 기타이용안내 설정> 상품배
송안내]에 입력한 콘텐츠를 해당 상품에 노출합니다.
3. 교환/반품안내
- 기본정보 사용: [상점관리> 기본정보관리> 기타이용안내 설정> 교환안
내]에 입력한 콘텐츠를 해당 상품에 노출합니다.
4. 서비스문의
- 기본정보 사용: [상점관리> 기본정보관리> 내쇼핑몰 정보> 서비스 문의
안내 내용]에 입력한 콘텐츠를 해당 상품에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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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상품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콘을 설정합니다. 각 상품명에 3
개까지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1

2

1. 카페24 아이콘 추가하기
카페2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팝업에서
사용할 아이콘을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3

4

2. 아이콘 직접 추가하기
직접 제작한 아이콘을 활용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이미지 불러오
기 버튼을 눌러 아이콘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콘이 적용됩
니다.
3. 아이콘 목록
해당 상품에 설정할 아이콘 리스트입니다. 최대 100개까지 노출되며, 이 중
3개까지 선택해 실제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노출기간 설정
아이콘을 노출할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아이콘은 계
속 노출됩니다.
(ex: 특정 기간 동안 할인을 진행하는 상품이라면, SALE 아이콘을 노출기간
설정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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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배송정보
- 기본설정 사용: [상점관리> 배송관리> 배송/반품 설정]의 설정을 동일하
게 적용합니다.
- 개별설정: 해당 상품에만 별도의 설정을 적용합니다.

1

2

2. 국내/해외배송
배송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해외배송, 국내/해외배송을 선택할 경우 해외배송 시 필요한 상품 전체중량
과 HS코드를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 국내배송: 국내배송만 지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 해외배송: 해외배송만 지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 국내/해외배송: 국내/국외배송을 모두 지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3
4
5
6

3. 배송비 선결제 설정
주문 시 배송비를 결제할 것인지, 착불로 수령이 가능한지를 설정합니다.
해외배송, 국내/해외배송을 선택한 경우는 선결제만 가능합니다.
4. 배송비
해당 상품 주문 시 배송비를 부과하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 배송비 무료: 배송비를 무료로 설정합니다.
- 구매금액에 따른 부과: 구매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설정한 배송비가
부과되며,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무료배송으로 설정됩니다.
(ex: 30,000원 미만일 때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합니다.)
- 구매금액별 차등 배송료 사용: 구매 금액별로 배송료를 설정합니다.
(ex: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5,000원을 부과합니다.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합니다.)
- 상품 무게별 차등 배송료 사용: 구매 상품 무게별로 배송료를 설정합니다.
- 상품 수량별 차등 배송료 사용: 구매 상품 개수별로 배송료를 설정합니다.
- 상품 수량에 비례하여 배송료 부과: 상품 1개 주문 시 배송료를 입력하고,
주문하는 상품 개수에 따라 배송료가 비례해 증가합니다.
5. 상품 전체중량
총 상품중량을 설정합니다. 상품 무게에 따른 배송료 책정 시 사용됩니다.
0.2kg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HS코드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통계 및 관세분류의 목
적상 수출입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화 한 것으로, 수입 시 세금부과와 수
출품의 통제 및 통계를 위한 중요한 분류법입니다.
해외 배송 시 통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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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현재 등록하는 상품과 연관이 있는 상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로 노출하는 기능입니다.
2
1. 추가구성상품 사용
- 사용함: 추가구성상품으로 설정한 상품이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
됩니다.
- 사용안함: 추가구성상품으로 설정한 상품이 있어도, 쇼핑몰 상품 상세페
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상품추가
추가구성상품으로 노출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등록
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구성상품으로 노출할 상품을
지정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이 추가됩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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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된 상품의 속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설정, 기본정보, 판매정보, 옵션/재고설정, 이미지정보, 제작정보, 상세이용안내, 아이콘설정,
배송정보, 추가구성상품, 관련상품, 마켓연동)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에, 관련이 있거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을 진열하는 기능입니다.
1
2

1. 관련상품 사용
‘사용함’을 선택하여 관련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상품추가
관련상품으로 노출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상품으로 노출할 상품을 지정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이 추가됩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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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품 등록
상품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 상품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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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등록하는 상품을, 마켓 연동해 노출할 경우 설정합니다.
1. 마켓연동 선택
연동해 상품을 노출할 마켓을 선택합니다. 마켓을 선택하면 추가정보를 입
력할 수 있는 화면이 노출됩니다.

1

2. 대표카테고리
등록하는 상품의 카테고리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마켓별로 카테고리 정보가 자동 선택되어 변경됩니다.

2

3. 상품명/ 판매가/ 상품 상세설명/ 배송정보 공통- 상품 기본설정 사용
상단에 입력한 상품의 정보를, 마켓연동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4. 상품명/ 판매가/ 상품 상세설명/ 배송정보 공통- 별도 등록
상단에 입력한 상품 정보와 별개로, 연동할 마켓에 노출할 정보를 입력합니
다.
3

4

5. 마켓카테고리 추가/삭제
+ - 버튼을 활용해 마켓카테고리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켓 카테고리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마켓 정책상 한번 등록된 카
테고리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지정은 마지막 소/세분류까지 선택하셔야 등록 가능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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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3 엑셀 등록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하면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제공하는 양식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업로드 하면 상품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1. 엑셀 양식 다운로드
상품등록을 위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시, 파일
형식을 "CSV(쉼표로 분리)(*.csv)"로 설정 후 저장해주세요.
양식은 [상점관리> 통합엑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2. 엑셀업로드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열어, 상품정보를 입력한 후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입력하지 않을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단, 필수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상품이 등록됩니다.
필수입력항목 다운로드 한 엑셀의 항목명에 *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품명,
판매가, 공급가)

4

[엑셀 입력 참고: 2행부터 업로드 할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A) 상품코드
이미 등록된 상품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는 해당 상품코드를 표기하여 상품
정보를 수정합니다.
신규 상품등록 시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시스템 자동 발급)

3

2

B) 진열상태
쇼핑몰에 상품을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N로 표기 시 상품은 등록되나 쇼핑
몰에 진열되지 않음)
- 진열함: Y
- 진열안함: N

…

C) 판매상태
상품을 구매 가능한 상태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N로 표기 시 품절로 등
록)
- 판매함 :Y
- 판매안함:
D) 상품분류 번호
[상품관리 > 상품분류관리 > 분류정보 > 분류URL]에 표기된
'/product/list.html?cate_no=숫자'를 입력합니다.
(ex: /product/list.html?cate_no=29인 경우, ‘29’를 입력합니다. )
E) 상품분류 신상품영역
상품분류의 신상품 영역에 해당 상품을 추가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 신상품영역 진열함: Y
- 신상품영역 진열안함: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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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3 엑셀 등록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하면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F) 상품분류 추천상품영역
상품분류의 추천상품 영역에 해당 상품을 추가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 추천상품영역 진열함: Y
- 추천상영역 진열안함: N
O) 검색어설정
쇼핑몰에서 상품검색 시 검색키워드로 활용됩니다. 콤마(,)로 구분해 최대 0
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P) 검색엔진최적화 (SEO) 키워드
검색 엔진에서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상품별 대표키워드를 등록
합니다. 키워드는 콤마(,)로 구분해 최대 10개까지 등록합니다.
S) 판매가
고객이 실제 지불할 금액입니다. 쇼핑몰 기준 화폐를 고려해 입력해주세요.

4
3

T) 판매가 대체문구 사용
대체문구를 사용할 경우, 상품은 구매 불가한 상태로 노출됩니다.
- 판매가 대체문구 사용함 :Y
- 판매가 대체문구 사용안함 : N

2

U) 판매가 대체문구
판매가 대체문구를 사용할 경우만 입력합니다.
V) 최소 주문수량(이상)
제한이 있을 경우만 입력합니다. (숫자 1 이상)

…

W) 최대 주문수량(이하)
제한이 있을 경우만 입력합니다. (숫자)
X) 적립금
쇼핑몰의 기본적립금 설정을 적용할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품에만 별도의 적립금을 적용하려면, 적립할 금액이나 %를 입력합
니다. (숫자)
Y) 적립금 구분 적립금구분
X에 입력한 숫자의 단위를 입력합니다.
-%:P
- 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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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엑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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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Z) 성인인증
해당 상품에 접근할 때 성인인증을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 사용함 : Y
-사용안함: N
AA) 이미지등록(상세)
상세이미지를 /public_html/web/product/medium/ 경로에 업로드 합니다.
엑셀에는 파일명만 입력합니다. (ex: 11_shop1_118916.jpg)

1

AB) 이미지등록(목록)
목록이미지를 /public_html/web/product/small/ 경로에 업로드 합니다.
엑셀에는 파일명만 입력합니다. (ex: 11_shop1_118916.jpg)
AC) 이미지등록(축소)
축소이미지를 /public_html/web/product/tiny/ 경로에 업로드 합니다.
엑셀에는 파일명만 입력합니다. (ex: 11_shop1_118916.jpg)

4
3

AD) 이미지등록(확대1)
확대 이미지를 /public_html/web/product/big/ 경로에 업로드 합니다.
엑셀에는 파일명만 입력합니다. (ex: 11_shop1_118916.jpg)

2

AE) 제조사
제조사 코드를 입력합니다.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제조사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제조사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F) 공급사
공급사 코드를 입력합니다.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공급사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공급사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G) 브랜드
브랜드 코드를 입력합니다.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브랜드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H) 트렌드
트렌드 코드를 입력합니다.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트렌드 관리]에서
등록되어 있는 트렌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제조일자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ex: 2013-11-12)
AJ) 출시일자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ex: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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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3 엑셀 등록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하면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AK) 유효기간 사용여부
- 유효기간 사용함: Y
- 유효기간 사용안함: N
AL) 유효기간
유효기간 사용할 경우만 입력합니다. (ex: 2013-06-08 ~ 2013-08-12)
1
AM) 원산지 (코드입력)
원산지 코드를 입력합니다. 해외 배송 가능한 상품일 경우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원산지 코드는 상품 코드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
다.
AR) 국내/해외배송
- 국내배송: A
- 해외배송: B
- 국내/해외배송: C

4
3

AS) 배송비 구분
- 배송비무료: A
- 개별착불: B
- 구매금액에 따른 부과 : C
- 상품 수량에 따라 배송비 증가: D

2

…

AT) 배송비 입력 (AS의 선택값이 C,D일 경우)
- 구매금액에 따른 부과(C)
(ex: 30,000원 미만일 때 배송비 2500원을 부과 → 30000, 2500으로 입력)
- 구매금액별 차등 배송료 사용(D)
(ex: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5000원을 부과,
→ 10000~20000, 5000으로 입력)
AU) 상품 전체중량(kg)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숫자로 입력합니다.

52

(3) 상품 등록
03 엑셀 등록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하면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3. 엑셀업로드
등록할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 엑셀 업로드를 실행하면 [상품엑셀 업로드
결과] 팝업이 노출됩니다.
업로드 내역
- 전체 업로드 개수: 엑셀 업로드 요청한 상품 수를 노출합니다.
- 성공개수: 엑셀 업로드 성공한 개수입니다. (신규상품, 수정상품)
- 실패개수: 엑셀 업로드 실패한 개수입니다. (신규상품, 수정상품)

1

실패사유 안내
- 업로드나 수정에 실패한 상품이 있을 경우, 상품명 기준으로 실패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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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3 엑셀 등록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해, 정보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하면 상품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4. 상품 코드정보 조회
엑셀파일 업로드 시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 트렌드, 브랜드, 제조사, 공급사,
원산지,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5. 전체 코드정보 다운로드
트렌드, 브랜드, 제조사, 공급사, 원산지 코드를 엑셀 파일로 제공합니다.
1
6. HS코드 보기
관세청의 HS코드 통합검색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4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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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등록
04 세트상품 등록
2개 이상의 상품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가를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세트상품 등록
2개 이상의 상품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입력 방법은 상품등록과 동일합니다. (29페이지 참고)
1. 상품선택
버튼 클릭 시, 세트상품으로 구성할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
니다. 쇼핑몰에 선택된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을 고른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세트상품 리스트에 해당 상품이 노출됩니다.
2. 판매가
세트상품 구성 시 선택한 상품 판매가의 합계가 자동 노출됩니다.
세트할인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판매가 계산방식
- 세트할인 % 계산인 경우 : 상품 합계금액 - (상품 합계금액 * 세트할인율)
- 세트할인 금액 직접 입력하는 경우 : 상품 합계금액 - 세트할인가
판매가는 결제화폐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원화기준 10원 이상~10억
이하/ 10원 단위로 입력됩니다.

1

3. 세트 할인
상품을 각각 구매했을 때 보다 낮은 판매가로 세트상품을 구성할 경우, %
나 원화 기준으로 할인을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 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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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 관리
(1) 상품 목록
- 상품 수정
(2) 상품정보 일괄변경
(3) 삭제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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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목록
01 상품 목록
등록된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관리> 상품 목록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

1

1. 상품현황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전체와 판매, 진열 상태별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를 확인하면, 하단에 해당하는 상품 리스트가 노출됩니다.

2

2. 상품등록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3. 상품검색
1) 검색분류
최대 10개까지 복수검색이 가능합니다. (+ - 버튼 제공)
2) 상품분류
쇼핑몰에 설정한 상품분류가 노출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세
분류를 설정해, 해당 분류로 설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위분류 포함검색: 선택하면, 선택한 상품분류 하위에 등록된 상품이 검
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 대분류 Outer 선택 후 하위분류 포함검색 선택
시 → 대분류 Outer 하위의 중분류 Coat에 등록된 상품도 검색 대상이 됨)
- 분류 미등록상품검색: 선택하면, 상품분류 정보가 없는 상품을 검색 대상
에 포함합니다.

4

3) 마켓연동
옥션, G마켓, 샵N, 11번가 연동여부에 따라 상품을 검색합니다.
4) 재고사용
재고관리 사용여부에 따라 상품을 검색합니다.
5

6

7

8

9

11
16

14

15

12

5) 재고수량
재고수량 및 안전재고 수량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 복수검색이 가능합니다. (+ - 버튼 제공)
13

6) 상품가격
판매가, 소비자가, 공급가를 지정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텍스트필드만 입력할 경우, 입력값 이상인 상품이 전체 검색됩니다.
두번째 텍스트필드만 입력할 경우, 입력값 미만인 상품이 전체 검색됩니다.
4. 상세검색 열기
제공하는 검색 조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세검색 닫기
상세 검색조건이 닫힌 상태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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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목록
01 상품 목록
등록된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관리 >상품
상품관리
관리> >상품
상품목록
목록
6. 진열함/ 진열안함
진열상태를 변경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상품의 진열
상태가 변경됩니다. (진열안함 시 쇼핑몰에 상품 노출되지 않음)
1

2

7. 판매함/ 판매안함
판매상태를 변경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상품의 판매
상태가 변경됩니다. (판매안함 시 쇼핑몰에 상품이 품절상태로 노출됨)

3

8. 복사
상품을 선택한 후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한 상품정보와 동일하
게 상품이 복사됩니다.
단, 상품코드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규 생성합니다.
9. 분류수정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해당 상품
의 분류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6

7

8

9

10

11

12

10. 수정방식 선택
- 변경: 변경할 상품분류로 상품을 이동합니다.
- 추가: 기존 상품분류를 유지한 상태로, 변경할 상품분류에 해당 상품을 추
가합니다.
- 삭제: 선택한 상품분류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합니다.

18
16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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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목록
01 상품 목록
등록된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관리 >상품
상품관리
관리> >상품
상품목록
목록
11. 메인진열 수정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진열 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해당
상품을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진열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12. 메인진열
쇼핑몰 메인페이지의 진열 영역을 선택합니다.
+ 버튼을 활용해, 메인페이지 최대 5개 영역에 상품을 일괄 노출할 수 있습
니다.
멀티쇼핑몰 사용중인 경우, 쇼핑몰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4

6

7

8

9

11
18

14

15

13. 수정방식 선택
- 변경: 메인 진열 선택한 영역으로 상품을 이동합니다.
- 추가: 기존 상품분류를 유지한 상태로, 메인에 상품을 추가 진열합니다.
- 삭제: 선택한 메인 영역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상품을 삭제합니다.

17

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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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목록
01 상품 목록
등록된 상품목록을 확인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관리 >상품
상품관리
관리> >상품
상품목록
목록

1

14. 엑셀 다운로드
상품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후 압축된 파일로 제공됩니다.
압축파일을 열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품명의 HTML태그를 삭
제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설정한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면 됩니
다.

2

3

15. 상품 목록 표시 설정
상품 목록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노출할 항목을 선
택한 후 적용하면, 상품 목록에 반영됩니다.

4

6

7

8

9

11

14

15

18
16

17
16. 상품코드
클릭하면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17. 목록이미지
마우스오버 시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 상품상세보기: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 쇼핑몰화면 진열보기: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18. 상품명
클릭 시 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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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목록
02 상품 수정
등록된 상품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관리> 상품 목록
상품등록 시 입력한 항목이 모두 노출되며 할인혜택 설정, QR코드 링크, 상
품메모 항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1. 바로가기 탭
수정을 원하는 상품정보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1

2. 할인혜택 설정
[프로모션> 고객혜택관리]에서 등록한 혜택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었을 때
의 할인금액과 판매가를 노출합니다.
3. QR코드 링크
[프로모션> QR코드 관리> 상품 QR코드 만들기]의 설정에 따라 생성된 QR
코드가 노출됩니다. QR코드 삽입 시 사용할 수 있는 HTML과 URL을 제공
합니다.

2

4. 상품메모
상품과 관련된 메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작성자, 내용이 저장되
며 삭제 가능합니다.

[상품수정 참고: 옵션 수정]
상품에 사용중인 옵션값을 수정할 경우, 기존에 동일한 옵션값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품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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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 일괄변경
01 상품정보 일괄변경
등록된 상품의 정보를 일괄로 수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관리> 상품정보 일괄변경
검색단 동작은 상품목록과 동일합니다. (55페이지 참고)
1. 기본상품/ 세트상품
상품등록 시 해당 상품을 세트상품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품리스
트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2. 일괄변경 범위 선택
- 선택한 상품의: 체크박스 선택한 상품만 변경합니다.
- 검색결과 전체상품의: 목록에 노출된 상품 전체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3. 변경할 항목 선택
상품등록 시 입력한 정보 중 어떤 항목을 변경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4. 일괄변경
클릭 시 6의 선택값에 따라, 해당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
다.

1
2

3

5. 변경항목 선택
변경한 설정을 적용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체크 후 선택항목 일괄변경 버튼
을 누르면, 변경범위로 지정한 상품에 해당 설정이 반영됩니다.

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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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상품 목록
01 삭제상품 목록
삭제된 상품을 확인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관리> 삭제상품 목록
상품목록에서 상품을 삭제할 경우, 삭제한 상품은 바로 완전삭제 되지 않고,
해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복구 및 완전삭제(복구 불가)가 가
능합니다.
검색단 동작은 상품목록과 동일합니다. (55페이지 참고)
1. 상품복구
복구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품이 기존 경로로 복구되며,
삭제상품 목록 리스트에서는 사라집니다.
2. 완전삭제
삭제상품 목록에서 확인 불가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1

2

3

3. 엑셀다운로드
삭제상품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개인정
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후 압축된 파일로 제공
됩니다.
압축파일을 열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품명의 HTML태그를 삭
제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설정한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면 됩니
다. (58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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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표시 관리
(1) 상품진열 관리
- 메인 진열
- 분류별 진열
(2) 상품정보표시 설정
- 메인화면
- 상품목록
- 상품상세
(3) 편의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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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진열 관리
01 메인 진열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노출 상품의 종류와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진열 관리> 메인 진열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현재 노출중인 상품을 확
인할 수 있고(상품 진열 목록), 노출할 상품을 추가하거나 노출 영역 및 순
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인분류별 진열

2
1

쇼핑몰> 메인페이지
6

추천상품

7

신상품
10

8

일반상품
추가 카테고리
메인페이지의 어떤 영역에 상품을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추가 카테고리는
메인분류 관리에서 추가한 경우만 메인페이지에 노출됩니다.
2. 메인분류 관리
추천상품, 신상품, 일반상품 외 추가 카테고리를 등록/ 삭제할 수 있는 레이
어가 노출됩니다.

3
4

3. 메인분류 추가
클릭 시 추가분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추가분류를 클릭하면 분류명 수정,
노출여부 설정, 타이틀디자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9
5

11

4. 메인분류 삭제
추가한 분류를 삭제하려면 X 버튼을 눌러주세요.
5. 타이틀 디자인
메인 분류명을 이미지로 노출할지 텍스트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 이미지 사용: 이미지를 직접 등록합니다.
- 텍스트 사용: 분류명으로 등록한 텍스트가 자동 노출됩니다.
6. 상품추가
메인페이지에 노출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을 지정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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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진열 관리
01 메인 진열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노출 상품의 종류와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진열 관리> 메인 진열
7. 엑셀 다운로드
상품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후 압축된 파일로 제공됩니다.
압축파일을 열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품명의 HTML태그를 삭
제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설정한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면 됩니
다. (58페이지 참고)

2
1

8.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니
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해당 영역에 상품이 노출됩니다.

6
7
8

11

12
10

9. 상품 위치 이동
이동할 상품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
릭하면 상품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상품 개수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
우, 가장 하단으로 상품이 이동됩니다.
10. 삭제
메인 노출에서 제외할 상품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다른 분류의 진열상
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 상품진열 순서 설정
등록일, 수정일, 상품명, 판매가, 판매량, 조회수 기준으로 상품진열 순서를
설정합니다.
12. 품절상품진열 순서 설정
품절상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노출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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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진열 관리
01 메인 진열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노출 상품의 종류와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진열 관리> 메인 진열

13

13. 엑셀파일 등록
7에서 다운받은 엑셀파일에 추가/ 삭제할 상품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업로
드하면 변경된 메인 진열 정보가 저장됩니다.
업로드는 CSV 형태로 저장된 파일만 가능합니다.
[엑셀 입력 참고]
A) 진열순위
상품을 노출할 순위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B) 상품코드, C) 상품명
엑셀에서 수정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수정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열순위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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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진열 관리
02 분류별 진열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노출 상품의 종류와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진열 관리> 분류별 진열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현재 노출중인 상품
을 확인할 수 있고(상품 진열 목록), 노출할 상품을 추가하거나 노출 영역
및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품분류 진열
진열설정을 원하는 상품분류를 선택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
세분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

2. 상세 상품분류
상품분류내의 진열영역을 선택합니다. (일반상품, 추천상품, 신상품)
4
3

5

3. 상품 진열
선택해 검색한 분류의 상품 진열방식과 상품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열방식은 상품진열 순서 설정과 품절상품진열 설정한 결과를 콤마(,)로
구분해 노출합니다.
4. 진열방식 수정하기
[상품관리> 상품분류관리> 분류관리]로 이동합니다.
5.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니
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해당 영역에 상품이 노출됩니다.
6. 상품 위치 이동
이동할 상품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
릭하면 상품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상품 개수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
우, 가장 하단으로 상품이 이동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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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표시 설정
01 메인화면
상품정보로 등록한 다양한 항목 중,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메인화면
상품을 등록할 때 입력한 다양한 상품정보 중,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쇼핑몰> 메인 페이지> 신상품목록
1

2

4

5

6

7

10

8
9

11

1. 상세분류 선택
신상품, 추천상품, 일반상품 (+추가 카테고리) 각각 설정을 달리할 수 있습
니다. 설정할 상세분류를 선택해주세요.

3

2.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
니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해당 영역에 항목이 노출됩니다.
3. 항목명 위치 이동
이동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명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상품 개수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우, 가장 하단으로 이동됩니다.
4. 표시설정
선택한 영역에 해당 항목을 표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는 기본으로 표시됩니다.
5. 항목명
설정할 항목이 상품정보의 어느 항목을 나타내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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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표시 설정
01 메인화면
상품정보로 등록한 다양한 항목 중,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메인화면
6. 항목 표시명
선택한 영역에 항목명을 무엇으로 노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7의 항목명
표시설정이 ‘표시함’ 인 경우만 활성화됩니다.

1

2

4

5

6

7

10

8
9

11

7. 항목명 표시설정
판매가 10,000원인 상품의 판매가 항목명 표시설정을
- 표시안함 선택한 경우→ 10,000원 (판매가만 노출)
- 표시함 선택한 경우 → 판매가: 10,000원 (판매가: 라는 항목명이 노출됨)
로 각각 노출됩니다.
8. 글자스타일
항목 표시명에 대한 글자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굴자 사이즈, bold
처리, 기울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9. 글자색상
클릭 시 노출되는 컬러피커를 활용해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10. 표시대상
해당 항목을 노출할 대상을 설정합니다.
- 전체: 로그인 여부 관계없이 전체 방문자에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 로그인 완료한 회원에게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등급별: 로그인 완료 후 등급이 설정에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11. 표시함 상태인 항목 표시
표시설정: 표시함으로 설정되어 쇼핑몰에 노출중인 항목은, 노란색으로 배
경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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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표시 설정
02 상품목록
상품정보로 등록한 다양한 항목 중,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상품목록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1. 상세분류 선택
신상품, 추천상품, 일반상품 (+추가 카테고리) 각각 설정을 달리할 수 있습
니다. 설정할 상세분류를 선택해주세요.

1

2

4

5

6

7

10

8
9

2.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
니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해당 영역에 항목이 노출됩니다.
3. 항목명 위치 이동
이동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명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항목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우,
가장 하단으로 이동됩니다.
4. 표시설정
선택한 영역에 해당 항목을 표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는 기본으로 표시됩니다.
5. 항목명
설정할 항목이 상품정보의 어느 항목을 나타내는지 표시합니다.
6. 항목 표시명
선택한 영역에 항목명을 무엇으로 노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7의 항목명
표시설정이 ‘표시함’ 인 경우만 활성화됩니다.

3

7. 항목명 표시설정
판매가 10,000원인 상품의 판매가 항목명 표시설정을
- 표시안함 선택한 경우→ 10,000원 (판매가만 노출)
- 표시함 선택한 경우 → 판매가: 10,000원 (판매가: 라는 항목명이 노출됨)
로 각각 노출됩니다.
8. 글자스타일
항목 표시명에 대한 글자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글자색상
클릭 시 노출되는 컬러피커를 활용해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10. 표시대상
- 전체: 로그인 여부 관계없이 전체 방문자에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 로그인 완료한 회원에게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등급별: 등급이 설정에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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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표시 설정
03 상품상세
상품정보로 등록한 다양한 항목 중,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상품상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표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1

3

4

5

9

6
7

8

1.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
니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해당 영역에 항목이 노출됩니다.
2. 항목명 위치 이동
이동할 항목명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명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항목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우,
가장 하단으로 이동됩니다.
3. 표시설정
선택한 영역에 해당 항목을 표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상품명, 판매가는 기본으로 표시됩니다.
4. 항목명
설정할 항목이 상품정보의 어느 항목을 나타내는지 표시합니다.
5. 표시명
선택한 영역에 항목명을 무엇으로 노출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상품 상세페
이지는 표시명 노출여부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노출로 제공)
2
6. 글자스타일
항목 표시명에 대한 글자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글자색상
클릭 시 노출되는 컬러피커를 활용해 글자색을 지정합니다.
8. 표시대상
- 전체: 로그인 여부 관계없이 전체 방문자에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 로그인 완료한 회원에게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 회원등급별: 등급이 설정에 부합하는 경우만 해당 항목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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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정보표시 설정
03 상품상세
상품정보로 등록한 다양한 항목 중,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할 항목을 설정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상품상세
9. 항목 추가
노출할 항목을 임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추가항목을 설정
할 수 있는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1

3

4

5

9

6
7

8

10. 항목 추가하기
추가할 항목의 항목명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항목 리스트에 노출됩니다.
노출순서 등은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추가하면,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화면과 [상품관리> 상
품관리> 상품목록> 상품수정 팝업]에 추가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추가됩니다.
해당 영역에 입력한 값이, 설정에 따라 쇼핑몰에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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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기능 설정
01 편의기능 설정
상품 표시에 대한 편의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편의기능 설정
1. 팝업 메뉴
메뉴 영역에 마우스오버 시, 메뉴에 속한 하위메뉴를 팝업으로 노출합니다.

1

2. 중분류 표시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서, 소분류 화면으로 이동해도 상위 분류인 중분
류 목록이 계속 표시됩니다.
3. 상품 수 표시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의 상품분류명 옆에, 해당 상품분류에 속한 상품의
수가 노출됩니다.
4. 상품 비교기능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서 (메인페이지 포함) 최대 4개까지 상품을 선택
한 후,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표시설정'의 '상품상세'에서 표시함으로 설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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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기능 설정
01 편의기능 설정
상품 표시에 대한 편의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표시 관리> 편의기능 설정
3

5. 옵션 미리보기 기능
쇼핑몰 상품 목록페이지에서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옵션 미리보기 레이
어를 제공합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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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분류 관리
(1)

제조사 관리

(2)

공급사 관리

(3)

브랜드 관리

(4)

트렌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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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사 관리
01 제조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제조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제조사 관리
1. 제조사 등록
제조사를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조사명과 대표자명을 필수로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제조사 목록
에 리스트가 추가됩니다.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저장한 제조사는, 상품 등록/ 수정 시 제조사 리스
트로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1
2
3

4

1

2. 제조사 코드
제조사 등록 시 자동 생성됩니다. [상품관리> 상품등록> 엑셀 등록]시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제조사 코드 클릭 시 등록한 제조사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제조사명
제조사명 클릭 시 등록한 제조사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
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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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사 관리
01 제조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제조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제조사 관리
4. 상품수
상품수를 클릭하면,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제조사를 선택한 상품 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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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사 관리
01 공급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공급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구조와 거래상태, 정산유형 등을 설정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공급사 관리> 공급사 관리
1. 공급사 등록
공급사를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수값을 모두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공급사 목록에 리스트가 추
가됩니다.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저장한 공급사는, 상품 등록/ 수정 시 공
급사 리스트로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15

16

2

17

1

2. 공급사 코드
공급사 등록 시 자동 생성됩니다. [상품관리> 상품등록> 엑셀 등록]시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18

3. 사용여부
등록할 공급사를, 상품등록/ 수정 시 제작정보에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사
용안함 설정 시 노출되지 않습니다.
4. 공급사구조
공급사의 형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 도매업체: 도매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사
- 사입업체: 사입대행을 해주는 공급사
- 입점업체: 쇼핑몰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사
- 기타: 기타 다른 형태의 공급사

3
4
5
6

7
8

5. 거래상태
거래중, 거래중지, 거래해제 3가지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거래상품 유형
거래상품의 유형을 입력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주요한 상품
의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7. 정산유형
- 수수료형: 판매 후, 수수료 형태로 정산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입력합니다.
- 매입형: 상품을 일괄로 사들여서 판매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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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사 관리
01 공급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공급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구조와 거래상태, 정산유형 등을 설정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공급사 관리> 공급사 관리
8. 정산주기
- 일일정산: 일 단위로 정산할 경우 설정합니다.
- 주간정산: 주 단위로 정산할 경우 설정합니다.
-월간정산: 월 단위로 정산할 경우 설정합니다.

[상단 생략]

8

9. 시장주소
공급사가 시장에 위치한 경우, 관련 주소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10. 사업장주소 복사
선택 시, 필수 항목으로 입력한 사업장주소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2
3

11. 반품주소
공급사 반품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4
5

10

9

12. 거래게시일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게시한 일시를 입력합니다.

6

13. 거래중지일
해당 공급사와 거래를 중지한 일시를 입력합니다.

7

11

14. 공급사정보 표시
[상품관리> 상품관리> 상품목록> 상품정보 수정팝업]의 제작정보 영역에
공급사정보로 노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8
9

15. 해당 공급사 상품보기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공급사를 선택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공급사 관리에서 상품수를 클릭했을 때와 동일한 리스트입니다.

10

정보 입력을 마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사가 추가됩니다.

12
13

11

14

12
13

[하단 생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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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사 관리
01 공급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공급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구조와 거래상태, 정산유형 등을 설정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공급사 관리> 공급사 관리
16. 엑셀다운로드
공급사 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
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후 압축된 파일로 제공됩니다.
압축파일을 열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품명의 HTML태그를 삭
제할지 여부를 옵션으로 설정한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시면 됩니
다. (58페이지 참고)
17. 공급사코드
등록 시 자동 생성된 공급사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관리> 상품등
록> 엑셀 등록]시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클릭 시 등록한 공급사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8. 공급사명
클릭 시 등록한 공급사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6

17

18

19. 상품수
상품수를 클릭하면,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공급사를 선택한 상품 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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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사 관리
01 공급사 관리
상품등록 시 사용할 공급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의 구조와 거래상태, 정산유형 등을 설정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공급사 관리> 수수료 변경내역
공급사의 정산유형이 수수료형인 경우, 수수료 %의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1. 공급사 코드
클릭하면 등록한 공급사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공급사명
클릭하면 등록한 공급사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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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관리
01 브랜드 등록
상품등록 시 사용할 브랜드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브랜드 관리
1. 브랜드 등록
브랜드를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브랜드명을 필수로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 목록에 리스트
가 추가됩니다.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저장한 브랜드는, 상품 등록/ 수정 시 브랜드 리스
트로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1
2
3

4

1

2. 브랜드코드
브랜드 등록 시 자동 생성됩니다. [상품관리> 상품등록> 엑셀 등록]시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등록한 브랜드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브랜드명
클릭하면 등록한 브랜드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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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관리
01 브랜드 등록
상품등록 시 사용할 브랜드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브랜드 관리
4. 상품수
상품수를 클릭하면,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상품 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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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렌드 관리
01 트렌드 등록
상품등록 시 사용할 트렌드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트렌드 관리
1. 트렌드 등록
트렌드를 등록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트렌드명을 필수로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 목록에 리스트
가 추가됩니다.
사용여부를 사용함으로 저장한 트렌드는, 상품 등록/ 수정 시 트렌드 리스
트로 노출됩니다.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등록> 상품 등록

1
2
3

4

1

2. 트렌드코드
트렌드 등록 시 자동 생성됩니다. [상품관리> 상품등록> 엑셀 등록]시 해당
코드를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등록한 트렌드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트렌드명
클릭하면 등록한 트렌드 정보를 확인/ 수정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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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렌드 관리
01 트렌드 등록
상품등록 시 사용할 트렌드를 등록/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판매분류 관리> 트렌드 관리
4. 상품수
상품수를 클릭하면,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트렌드를 선택한 상품 리스트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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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고관리
(1)

상품재고 관리

(2)

품절상품 관리

(3)

안전재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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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재고 관리
01 상품재고 관리
재고관리 설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상품재고 관리
상품등록 (수정) 시 재고관리를 사용함으로 설정한 상품/ 품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색단 동작은 상품목록과 동일합니다. (55페이지 참고)
1. 상품/ 품목 수
재고관리 사용함 상태인 상품 수와 품목 수가 노출됩니다.
2. 목록이미지
마우스오버 시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 상품상세보기: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쇼핑몰화면 진열보기: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3. 상품명
클릭 시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1

4. 품목명
상품등록 시 설정한 옵션에 따라 생성된 품목명과 품목코드가 노출됩니다.

12
11
2

3

5

6

7

5. 재고관리 사용
재고관리 사용여부를 선택합니다.

4
8

6. 재고관리 등급
일반재고 또는 중요재고를 선택합니다. 상품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9

10

7. 수량체크 기준
재고 수량을 체크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 주문 기준: 상품 주문이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 결제 기준: 결제가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8. 재고수량
상품별로 보유한 재고수량을 입력합니다.

13

14

9. 안전재고
원활한 주문 및 배송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경우, 상품의 재고가 입력한 개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품관리> 재고관
리> 안전재고 관리]에 표시됩니다.
10. 품절기능
사용 시, 재고가 0이 되면 해당 상품이 쇼핑몰에 품절로 표시됩니다.
11. 저장
5~10의 설정을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한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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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재고 관리
01 상품재고 관리
재고관리 설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상품재고 관리
12. 재고관리 일괄설정
재고관리 중인 상품 전체에 동일한 설정을 반영합니다.
버튼 클릭 시 노출되는 레이어에서 설정 후 선택항목 일괄설정 버튼을 클
릭하면 반영됩니다.
13. 품목 다운로드
재고관리중인 품목을 다운로드 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해 엑셀 업로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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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재고 관리
01 상품재고 관리
재고관리 설정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상품재고 관리
13

14

14. 재고정보 수정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재고 정보를 수정해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는 CSV 파일만 가능합니다. (CSV(쉼표로 분리)(*.csv)
[엑셀 입력 참고]
A) 상품코드, B)상품명, C) 품목코드, D) 품목명
엑셀에서 수정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수정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F) 진열여부
쇼핑몰에 품목을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목이 노출되지 않
습니다.)
- 진열함: T
- 진열안함: F
G) 판매여부
품목을 구매 가능한 상태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절로 노
출)
- 판매함: T
- 판매안함: F
H) 추가가격
품목 선택 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I) 재고관리 사용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L) 재고관리 등급
- 일반재고: A
- 중요재고: B
M) 수량체크 기준
- 주문기준: A
- 결제기준: B
N) 품절기능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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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절상품 관리
01 품절상품 관리
품절 처리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절 상품의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해 판매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품절상품 관리
재고관리 설정 시 품절사용에 체크한 품목 중, 재고수량이 0인 상품이 노출
됩니다.
검색단 동작은 상품목록과 동일합니다. (55페이지 참고)
1. 상품/ 품목 수
재고수량이 0인 상품 수와 품목 수가 노출됩니다.
2. 목록이미지
마우스오버 시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 상품상세보기: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 쇼핑몰화면 진열보기: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3. 상품명
클릭 시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4. 품목명
상품등록 시 설정한 옵션에 따라 생성된 품목명과 품목코드가 노출됩니다.

1

12

11
2

3

5

6

7

5. 재고관리 사용
재고관리 사용여부를 선택합니다.

4
8

6. 재고관리 등급
일반재고 또는 중요재고를 선택합니다. 상품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9

10

13

14

7. 수량체크 기준
재고 수량을 체크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 주문 기준: 상품 주문이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 결제 기준: 결제가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8. 재고수량
상품별로 보유한 재고수량을 입력합니다.
9. 안전재고
원활한 주문 및 배송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입력할
경우, 상품의 재고가 입력한 개수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상품관리> 재고관
리> 안전재고 관리]에 표시됩니다.
10. 품절기능
사용 시, 재고가 0이 되면 해당 상품이 쇼핑몰에 품절로 표시됩니다.
11. 저장
5~10의 설정을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한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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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절상품 관리
01 품절상품 관리
품절 처리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절 상품의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해 판매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품절상품 관리
12. 재고관리 일괄설정
재고관리 중인 상품 전체에 동일한 설정을 반영합니다.
버튼 클릭 시 노출되는 레이어에서 설정 후 선택항목 일괄설정 버튼을 클
릭하면 반영됩니다.
13. 품목 다운로드
재고관리중인 품목을 다운로드 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해 엑셀 업로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2

11
2

3

5

6

7

4
8
9

10

13

14

92

(2) 품절상품 관리
01 품절상품 관리
품절 처리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절 상품의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해 판매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품절상품 관리
13

14

14. 재고정보 수정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재고 정보를 수정해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는 CSV 파일만 가능합니다. (CSV(쉼표로 분리)(*.csv)
[엑셀 입력 참고]
A) 상품코드, B)상품명, C) 품목코드, D) 품목명
엑셀에서 수정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수정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F) 진열여부
쇼핑몰에 품목을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목이 노출되지 않
습니다.)
- 진열함: T
- 진열안함: F
G) 판매여부
품목을 구매 가능한 상태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절로 노
출)
- 판매함: T
- 판매안함: F
H) 추가가격
품목 선택 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I) 재고관리 사용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L) 재고관리 등급
- 일반재고: A
- 중요재고: B
M) 수량체크 기준
- 주문기준: A
- 결제기준: B
N) 품절기능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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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재고 관리
01 안전재고 관리
재고수량이 설정한 안전재고 이하로 떨어진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안전재고 관리
재고관리 설정 시 입력한 안전재고와 현재 재고수량이 동일하거나 적은 경
우 노출됩니다.
검색단 동작은 상품목록과 동일합니다. (55페이지 참고)
1. 상품/ 품목 수
재고수량이 안전재고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인 상품 수와 품목 수가 노출됩
니다.
2. 목록이미지
마우스오버 시 레이어가 노출됩니다.
- 상품상세보기: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 쇼핑몰화면 진열보기: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3. 상품명
클릭 시 상품수정 팝업이 노출됩니다.
1

11
2

3

4. 품목명
상품등록 시 설정한 옵션에 따라 생성된 품목명과 품목코드가 노출됩니다.

12
5

6

7
5. 재고관리 사용
재고관리 사용여부를 선택합니다.

4
8
9

10

6. 재고관리 등급
일반재고 또는 중요재고를 선택합니다. 상품검색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7. 수량체크 기준
재고 수량을 체크할 기준을 설정합니다.
- 주문 기준: 상품 주문이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 결제 기준: 결제가 완료되면 재고 수량을 카운팅 합니다.

13
8. 재고수량
상품별로 보유한 재고수량을 입력합니다.
9. 안전재고
재고관리 설정 시 입력한 안전재고가 노출됩니다.

14

10. 품절기능
사용 시, 재고가 0이 되면 해당 상품이 쇼핑몰에 품절로 표시됩니다.
11. 저장
5~10의 설정을 변경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변경한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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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재고 관리
01 안전재고 관리
재고수량이 설정한 안전재고 이하로 떨어진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안전재고 관리
12. 재고관리 일괄설정
재고관리 중인 상품 전체에 동일한 설정을 반영합니다.
버튼 클릭 시 노출되는 레이어에서 설정 후 선택항목 일괄설정 버튼을 클
릭하면 반영됩니다.
13. 품목 다운로드
재고관리중인 품목을 다운로드 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해 엑셀 업로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2

11
2

3

5

6

7

4
8
9

10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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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재고 관리
01 안전재고 관리
재고수량이 설정한 안전재고 이하로 떨어진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관리 설정과 현재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재고 관리> 안전재고 관리
13

14

14. 재고정보 수정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재고 정보를 수정해 업로드 합니다.
업로드는 CSV 파일만 가능합니다. (CSV(쉼표로 분리)(*.csv)
[엑셀 입력 참고]
A) 상품코드, B)상품명, C) 품목코드, D) 품목명
엑셀에서 수정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수정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F) 진열여부
쇼핑몰에 품목을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목이 노출되지 않
습니다.)
- 진열함: T
- 진열안함: F
G) 판매여부
품목을 구매 가능한 상태로 노출할지 설정합니다. (F로 표기 시 품절로 노
출)
- 판매함: T
- 판매안함: F
H) 추가가격
품목 선택 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I) 재고관리 사용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L) 재고관리 등급
- 일반재고: A
- 중요재고: B
M) 수량체크 기준
- 주문기준: A
- 결제기준: B
N) 품절기능
- 사용함: T
- 사용안함: F

96

6) 기획전 관리
(1)

기획전 분류 관리

(2)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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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전 분류 관리
01 기획전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기획전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기획전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 기획전 분류를 추가하거나 이동/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대분류추가
상품분류가 트리 형태로 노출되는 좌측 영역에, 기획전 분류명을 입력할 수
있는 인풋박스가 추가됩니다.

3
5
2

4

6
7

2. 기획전 분류 이동
기획전 분류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등록한 기획전 분류
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분류 구분 없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8
3. 분류이동저장
상품분류를 이동한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이동한 상품분류가 저장됩니다.
9
4. 하위분류 추가
+ 아이콘 클릭 시, 선택한 상품분류 하위에 상품분류가 추가됩니다.
(중분류 까지만 제공합니다.)
10
기획전 분류 정보: 선택한 기획전 분류의 정보를 입력하고, 쇼핑몰에 노출
할 이미지와 접근권한을 설정합니다.

11

5. 분류URL
기획전 분류의 페이지 URL을 표시합니다. 클릭 시 쇼핑몰의 해당 카테고리
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6. 분류명
기획전 분류명을 입력/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분류명은 쇼핑몰에 노출
되므로 고객이 인지하기 쉽게 입력해주세요.
7. 분류설명
분류에 대한 부가설명을 입력합니다.

12
13

8. 표시상태
선택한 기획전 분류의 노출여부를 설정합니다. 멀티쇼핑몰을 사용중인 경
우, 어떤 쇼핑몰에 기획전 분류를 노출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

9. 검색엔진 최적화(SEO) 키워드
검색 엔진에서 검색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대표키워드를 등록합니다.
키워드는 콤마(,)로 구분해 최대 10개까지 등록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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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전 분류 관리
01 기획전 분류 관리
쇼핑몰에 노출할 기획전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기획전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
분류꾸미기: 상품분류의 쇼핑몰 화면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1

3
5
2

4

6
7
8

9

10

11

10. 메뉴이미지
쇼핑몰 메뉴 영역에 노출할 기획전 분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분류명(6) 텍스트가 노출됩니다.
- 기본 이미지: 마우스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 노출되는 이미지입니다.
- 오버 이미지: 마우스 오버한 상태에 노출되는 이미지입니다.
11. 상단이미지
쇼핑몰에서 해당 기획전 분류에 접속했을 때, 상단에 노출할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12. 타이틀 이미지
쇼핑몰에서 해당 기획전 분류에 접속했을 때, 타이틀 영역에 노출할 이미지
를 등록합니다. 별도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분류명(6) 텍스트가
노출됩니다.
분류접근 설정: 상품분류의 접근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12
13

14
15

13. 접근권한
모두 이용가능 외 선택할 경우, 로그인 후 해당 기획전 분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4. 성인인증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함 설정 시 기획전 분류에 접근하면 성인인증 안내 화면이 노출됩니다.
[상점관리> 운영관리> 운영방식 설정> 성인인증 사용 시 19금 이미지 노
출 및 구매차단 설정]
15. 접근차단 IP
등록한 IP는 상품분류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대역 차단은 '*'를 사용해주시
면 됩니다. (예: 123.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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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01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기획전 분류별로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기획전 관리>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기획전 분류에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현재 노출중인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상품 진열 목록), 노출할 상품을 추가하거나 노출 영역 및 순서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

1. 기획전 분류 선택
기획전 분류 관리에서 등록한 기획전 리스트가 노출됩니다. 진열상품을 추
가하거나 수정할 분류를 선택합니다.

2
3
4

6

2. 상품추가
기획전 분류에 노출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노출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전체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상품을 지정한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3. 엑셀 다운로드
진열중인 품목을 다운로드 합니다. CSV 파일로 저장해 엑셀 업로드 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4. 노출순서 변경
노출순서를 변경할 상품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해 노출순서를 변경합니
다. 리스트에 노출한 순서대로 기획전 분류에 상품이 노출됩니다.
5. 상품 위치 이동
이동할 상품을 선택한 후, 이동할 위치를 숫자로 입력하고 이동 버튼을 클
릭하면 상품이 이동됩니다. 총 노출중인 상품 개수보다 큰 수를 입력할 경
우, 가장 하단으로 상품이 이동됩니다.

5

6. 삭제
기획전 분류의 노출에서 제외할 상품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다른 분류
의 진열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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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01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기획전 분류별로 진열할 상품을 관리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기획전 관리>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13

7. 엑셀파일 등록
3에서 다운받은 엑셀파일에 추가/ 삭제할 상품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업로
드 하면 변경된 기획전 분류 진열 정보가 저장됩니다. 업로드는 CSV 형태
로 저장된 파일만 가능합니다.
[엑셀 입력 참고]
A) 진열순위
상품을 노출할 순위를 입력합니다.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B) 상품코드, C) 상품명
엑셀에서 수정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수정할 경우, 기존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열순위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101

Chapter 3. 멀티쇼핑몰 상품관리 활용
1) 서비스 개요
2) 기본 사용안내
- 멀티쇼핑몰 별 설정 항목 표시
- 기본쇼핑몰 정보 공통으로 사용하기
3) 메뉴별 사용안내
- 상품분류 관리
- 옵션 관리
- 상품 등록
- 엑셀 등록
-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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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개요
01 상품은 하나, 노출 쇼핑몰은 여러 개: 쇼핑몰 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입력/ 관리합니다.
상품정보의 성격에 따라, 노출하는 쇼핑몰이 여러 개여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ex: 원산지)
이런 항목은, 한 번 입력하면 여러 쇼핑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항목 (ex: 판매가- 쇼핑몰의 기준 화폐가 다른 경우)은 상품등록 시 쇼핑몰별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멀티쇼핑몰을 선택하면,
어드민에서 쇼핑몰별로 진열/판매 설정한 상품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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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개요
01 상품은 하나, 노출 쇼핑몰은 여러 개: 쇼핑몰 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입력/ 관리합니다.
상품정보의 성격에 따라, 노출하는 쇼핑몰이 여러 개여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ex: 원산지)
이런 항목은, 한 번 입력하면 여러 쇼핑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별로 다르게 노출해야 하는 항목 (ex: 판매가- 쇼핑몰의 기준 화폐가 다른 경우)은 상품등록 시 쇼핑몰별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쇼핑몰에 공통 설정으로 적용되는 메뉴

멀티쇼핑몰 별로 적용되는 메뉴
엑셀 상품등록

상품진열 부가 기능

√ 엑셀로 상품을 등록할 경우, 어드민에서 선택한 쇼핑몰로 상품이 업로드 됩니다.
업로드 후 진열/ 판매 상태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지 설정합니다.
효율적인 상품 디스플레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ㄴ 상품표시관리> 편의기능 설정

----------------------------------------- 74p

ㄴ 상품등록> 엑셀 등록

----------------------------------------- 49p

상품정보 관리

재고관리
√ 상품의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품목별 (상품 내 옵션별) 재고 현황을 제공하며
품절되거나, 중요재고로 설정된 상품의 리스트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쇼핑몰에 진열해 판매해도, 재고는 통합해 관리됩니다.
ㄴ 재고관리> 상품재고 관리
ㄴ 재고관리> 품절상품 관리
ㄴ 재고관리> 안전재고 관리

----------------------------------------- 88p
----------------------------------------- 91p
----------------------------------------- 94p

√ 등록한 상품의 정보를 확인/ 수정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관리> 상품목록
ㄴ 상품관리> 상품정보 일괄변경
ㄴ 상품정보> 삭제상품 목록

----------------------------------------- 57p
----------------------------------------- 62p
----------------------------------------- 63p

상품진열 관리
√ 등록한 상품을 쇼핑몰 별로 어떻게 진열할지 설정합니다.
ㄴ 상품표시관리> 상품 진열관리
----------------------------------------- 65p
ㄴ 기획전 관리> 기획전 상품 진열관리 -------------------------------------- 100p

전체 쇼핑몰에 적용될 항목을 통합 관리하는 메뉴

상품정보표시 설정

상품옵션 생성

√ 쇼핑몰 영역별로 상품정보 노출을 설정합니다.

√ 쇼핑몰에서 활용할 상품옵션을 다양하게 등록하고,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상품을 진열할 쇼핑몰에 따라 선택합니다.
ㄴ 상품옵션 관리> 옵션관리
ㄴ 상품옵션 관리> 옵션세트 관리

ㄴ 상품분류 관리> 상품정보표시 설정 ----------------------------------------- 69p

----------------------------------------- 21p
----------------------------------------- 23p

판매분류 생성

상품등록

√ 쇼핑몰에서 활용할 판매분류를 다양하게 등록하고,
상품등록(수정) 시 해당 상품을 진열할 쇼핑몰에 따라 선택합니다.
ㄴ
ㄴ
ㄴ
ㄴ

판매분류
판매분류
판매분류
판매분류

관리>
관리>
관리>
관리>

제조사
공급사
브랜드
트렌드

관리
관리
관리
관리

-----------------------------------------------------------------------------------------------------------------------------------------------------------------

설정 시 적용할 멀티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 진열 및 판매여부를 쇼핑몰 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77p
79p
83p
85p

ㄴ 상품등록> 간단 등록
ㄴ 상품등록> 상품 등록

----------------------------------------- 26p
----------------------------------------- 29p

상품분류 생성
√ 생성한 분류의 노출을 쇼핑몰 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ㄴ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ㄴ 기획전 관리> 기획전 분류 관리

----------------------------------------- 16p
----------------------------------------- 9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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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사용안내
01 멀티쇼핑몰 별 설정 항목 표시
상품관리 내 항목별로 멀티쇼핑몰 별 설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멀티쇼핑몰 별 설정이 필요한 항목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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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사용안내
02 기본쇼핑몰 정보 공통으로 사용하기
멀티쇼핑몰 중, 기본쇼핑몰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쇼핑몰 외 쇼핑몰을 선택한 경우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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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1 상품분류 관리
선택한 분류를 표시할 멀티쇼핑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표시된 항목은 어드민에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멀티쇼핑몰의 정보로 반영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분류 관리> 분류 관리
1. 표시상태
상품분류를 표시할 멀티쇼핑몰을 선택합니다.
2. 메인분류 표시상태
쇼핑몰 메뉴 영역에 해당 분류를 표시할지 설정합니다.
선택한 멀티쇼핑몰에만 분류가 노출됩니다.
3. 기본 쇼핑몰 정보 공통사용
어드민에서 선택한 멀티쇼핑몰이 기본 외인 경우 노출됩니다. 선택 시,
기본쇼핑몰의 설정이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1
2

3

[TIP] 활용
★ 등록 시 언어를 고려해야 하는 항목
ㄴ
ㄴ
ㄴ
ㄴ
ㄴ

분류명
검색 엔진 최적화(SEO) 키워드
메뉴 이미지
상단 이미지
타이틀 이미지

해당 분류를 노출할 멀티쇼핑몰의 언어 설정을 고려해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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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2 옵션 관리
동일한 옵션의 표시 언어만 다르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동일하므로 재고는 통합해 관리되고, 쇼핑몰에 노출되는 형태만 달라집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옵션 관리> 옵션관리
1. 옵션명, 2. 옵션값 입력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에 노출됩니다. 멀티쇼핑몰 별 언어를 고려해 입력
해주세요.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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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3 상품 등록
멀티쇼핑몰 별 입력이 필요한 항목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로 구분해 노출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1. 진열상태
등록하는 상품을 진열할 멀티쇼핑몰을 선택합니다.
2. 판매상태
등록하는 상품을 판매할 멀티쇼핑몰을 선택합니다.
진열상태는 선택하고 판매상태는 선택하지 않을 경우, 품절 상태로 노출됩
니다.

1
2

3. 메인진열
상품분류 외 쇼핑몰 메인페이지에 해당 상품을 추가로 노출할 것인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멀티쇼핑몰 별로 설정합니다.
4.
항목 공통
어드민에서 선택한 쇼핑몰의 상품 정보로 등록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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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3 상품 등록
멀티쇼핑몰 별 입력이 필요한 항목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로 구분해 노출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5

5. 소비자가
멀티쇼핑몰 별로 설정한 화폐 단위가 노출됩니다. 화폐를 고려해 입력해주
세요.
6. 판매가 계산
- 쇼핑몰별 공통 계산: 추가금액을 KRW 기준으로만 입력하면 7의 판매가
가 자동 계산됩니다.
- 쇼핑몰별 별도 계산: 추가금액을 멀티쇼핑몰 별 기준화폐에 맞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판매가
멀티쇼핑몰 별 기준화폐에 따라 입력합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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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3 상품 등록
멀티쇼핑몰 별 입력이 필요한 항목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항목을

로 구분해 노출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상품 등록
8. 진열여부/ 판매여부/ 추가금액 설정
품목별 진열여부/ 판매여부/ 추가금액을 멀티쇼핑몰 별로 설정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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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4 엑셀 등록
어드민에서 선택한 멀티쇼핑몰에 상품 정보가 업로드 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등록> 엑셀 등록
1

1. 선택 쇼핑몰 확인
업로드 시점에 어드민에 선택되어 있는 멀티쇼핑몰로 상품이 등록되므로,
선택된 멀티쇼핑몰을 확인한 후 엑셀 업로드를 실행해주세요.

[TIP] 활용
★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등록 시 언어를 고려해야 하는 항목
상품명
상품 요약설명
상품 간략설명
상품 상세설명
검색어 설정
검색엔진 최적화(SEO) 키워드
판매가 대체문구
상품결제 안내
상품배송 안내
교환/ 반품 안내
서비스문의/ 안내

★
ㄴ
ㄴ
ㄴ
ㄴ

등록 시 기준화폐를 고려해야 하는 항목
소비자가
판매가
적립금
배송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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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별 사용안내
05 상품 목록
어드민에서 선택한 멀티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이 모두 표시됩니다.

▼ 화면위치: 어드민> 상품관리> 상품 관리> 상품 목록
1. 선택 쇼핑몰 확인
선택한 멀티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목록이 노출됩니다.

1

2. 상품명
선택한 멀티쇼핑몰에 노출중인 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매가/ 할인가/ 모바일할인가
선택한 멀티쇼핑몰의 기준화폐가 반영된 값이 노출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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