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판매자용

카카오톡 쇼핑하기  

톡 딜 Talk Deal 상품 설정 가이드 

쇼핑하기 운영셀 _ 2020.08 ver 1.6



톡딜이란?   

•2인 공동구매를 통해 유저에게 할인과 리워드를 제공하고, 다양한 노출 채널 활용을 통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톡스토어의 기능입니다.  

서비스소개

톡딜 수수료는?  

•톡딜 할인 상품 판매 시, 톡딜 판매수수료 10% (vat 포함) 가 과금됩니다.  

•톡딜 판매수수료 10%는 결제 수수료 + 추가노출수수료 + 광고비 +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톡딜 주문에도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됩니다. (적용 수수료율은 가입정보수정 메뉴에서 확인)



노출영역 📌 ‘톡딜’ 메인 탭 노출시, 아래 서비스에 함께 노출 됩니다.  

* 식품 카테고리에 한함 * 패션/잡화/뷰티 카테고리에 한함 



톡딜 ( Talk Deal) 설정 시 

⚠ 유의사항 ⚠ 

1. 전시 설정 

2. 기간 설정 

3. 재고 설정 

4. 긴급 알림 확인 

⚠ 노출일 기준 D-3일 까지 톡딜 설정 완료 필수



톡딜 기간 설정1. 전시 설정 📑스토어 & 상품 전시 상태 확인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점관리 >  스토어기본정보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상품정보

필수 on  ✔

필수 on  ✔

선택 on  ✔

필수 on  ✔

선택 on  ✔

필수 on  ✔

📌  Tip   

    1) 카카오톡 채널 연동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2)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센터 > 대시보드 > 관리 > 채널 홈 > 공개설정  홈 공개 ON  필수 설정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208
https://center-pf.kakao.com/profiles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208
https://center-pf.kakao.com/profiles


톡딜 기간 설정

톡딜 할인의 진행기간은 최대 79시간 이며, 톡딜 오픈 이후에는 중도 판매 기간 변경 및 중지가 불가 합니다.   

** 단, 기간 내 긴급 종료해야 하는 경우, 카카오쇼핑 판매자 고객센터 (1644-8020) 또는 카카오커머스 비즈니스센터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eck ✔

2. 기간 설정 ⏱톡딜 할인 진행 기간 설정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상품정보

📌  Tip  

쇼핑하기 MD와 협의 된 상품이거나, 톡딜 제안으로 선정된 상품의 경우  노출시작일 17시~ 노출 종료일 24시까지  총 79시간을 설정하여 진행합니다. * 2020년 8월 17일 진행건 부터 적용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268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268


3-(1) 단일 옵션 상품 판매 시

재고 수량   >  톡딜 구매가능 수량 

3. 재고 설정 🗳

100% 95%

  1,000  개

  950  개

📌  Tip  

톡딜 구매가능수량이 모두 소진 되어도 설정된 79시간 동안에는 계속 노출 됩니다. 


구매가능 수량은 1개 이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추가 재고가 확인되면 수량을 다시 추가해 주세요. 


⚠  톡딜 구매가능 수량 입력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수량 제한이 없다면 9,999개를 입력해 주세요.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상품정보



3-(2) 다중 옵션 상품 판매 시

옵션가 0원 품목의 재고수량 합  >  톡딜 구매가능 수량 

3. 재고 설정 🗳

  190  개

100 개

100 개

⚠  옵션가 0원의 품목이 품절되면, 톡딜이 종료되므로 주의 필수! 

100% 95%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상품정보



수정 요청 상품 관리

⚠  고객센터 긴급알림 필수 확인  >  수정 요청 상품 확인 후,  ‘수정하기 → 재검수 요청’ 버튼 클릭 필수

5. 긴급알림 🛎

[↓]  Check ✔

⚠  수정요청상품 정보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판매금지로 톡딜이 미노출 될 수 있음. 

📌  Tip  

긴급알림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주요한 알림 내용 수신을 위해 꼭 설정해 주세요. 


- 설정경로 : 톡스토어판매자센터 > 판매자정보 > 카카오톡 수신정보 


      [참고] 표시광고법 주요 위반 사례 자세히 보기 ▶︎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308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308


톡딜 (Talk Deal) 설정 시 

⚙ 대표이미지 가이드 ⚙

1. 제작 원칙 

2. 좋은 예 

3. 나쁜 예 



실제 판매하는 상품 이미지만 사용합니다.


상품의 소재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톡스토어 대표이미지 가이드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선정성, 명확한 출처 없는 이미지, 디자인 요소 삽입된 이미지 노출 불가) 


필수 권장

1. 대표이미지/상세페이지 내 등록한 이미지 중 

상품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내부에서 선정합니다.


2. 선정된 이미지는 내부 이미지 제작가이드에 맞게 편집하여 노출합니다.

제작 프로세스

톡딜탭 노출 예시상품 상세제작 원칙

상품 대표이미지 설정 시

가이드에 맞춰 편집하여

이미지가 노출됩니다.

* 카카오톡은 온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 기준을 두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품의 매력도가 돋보이는 선명한 단일컷을 권장합니다.


옵션상품 노출 시 최대 5개 상품이미지만 노출하며, 대표 모델을 함께 노출하는 경우 최대 3개까지 노출 가능합니다.

옵션 권장 노출수 (5개 이하) 모델 2인 노출 권장옵션 최대 노출수 (3개 이하) 모델 단독컷

상품이 잘 보이는 이미지 패키지 노출 이미지상품이 잘 보이는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

GOOD CASE



BAD CASE

패키지 추가노출 불가 패턴 적용불가 복잡한 이미지 배경 적용불가

판매수량 전체노출 지양 여러 착용컷 합성 지양 텍스트 노출 불가 이미지 분할 금지

판매옵션 전체노출 불가

하기와 같은 이미지의 경우 내부 제작가이드에 맞추어 이미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톡딜 (Talk Deal) 설정 시 

⚙ 활용 Tip ⚙

1. 할인쿠폰 

2. 연관상품 



1. 할인쿠폰 💌

톡딜 진행시, 할인쿠폰을 함께 사용하면 구매 유도 및 스토어 친구 추가 효과 UP 

▶ 쿠폰 종류 : 첫구매 / 재구매 / 스토어친구 / 다운로드 선착순 

📌  Tip  톡스토어 판매자 할인 쿠폰 활용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316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316


1. 연관 상품 🔗

톡딜 진행시, 연관상품을 노출하여 구매자의 추가 구매 유도 효과 

📌  Tip  톡스토어 연관상품 기능 설정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 

>>>

톡스토어 판매자센터 > 상품관리 >  상품정보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91
https://kakaotalkstore.tistory.com/91


톡스토어 활용법이 궁금하세요? 

톡스토어 판매자센터의 친구가 되어 보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코드리더기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코드리더기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https://pf.kakao.com/_gvFrC
https://pf.kakao.com/_gvFrC
https://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s://bizmessage.kakao.com/chat/JRkSeSWRnvExRxN1RUpSeg?rf=https://store-sell.kakao.com/
https://accounts.kakao.com/login?continue=https://bizmessage.kakao.com/chat/JRkSeSWRnvExRxN1RUpSeg?rf=https://store-sell.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