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사 이전 고객을 위한 

회원/상품 데이터 업로드 매뉴얼 
 
CAFE24 고객지원  



description 

타사 솔루션의 이전 데이터 업로드 매뉴얼 안내 

2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타사에서 cafe24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과 상품 데이터는 쇼핑몰 관리자의 엑셀 업로드 기능을 이용 하여 직접 업로드 하실 수 있으며,  
게시판과 주문데이터의 이전은 불가합니다. 
 

데이터 업로드는 어디서 하나요? 
- 회원 데이터 업로드 : 쇼핑몰 관리자 > 고객관리 > 회원관리 > 회원 가입/탈퇴 관리 > 회원 엑셀 일괄등록 
- 상품 데이터 업로드 : 쇼핑몰 관리자 > 상품관리 > 상품등록 > 엑셀 등록 > 엑셀 파일 등록 
  해당 메뉴에서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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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원] 엑셀 등록하기 



description 

쇼핑몰 관리자에 로그인 하여 
  
① 고객관리 ② 회원관리 > 회
원가입/탈퇴 관리 > 회원 엑셀 
일괄등록 페이지로 접속 합니
다. 
      
③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하여 cafe24 회원데이터 등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제 등록된 회원 데이터 다운로
드가 아닌, 업로드를 위한 엑셀 양
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하실 타사 회원데이터를 
각 항목별로 확인 후 엑셀 내
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① 데이터 건수가 많아 파일이 
큰 경우 엑셀 파일이 손상되거
나, 데이터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페이지 하단 “엑셀 등록 도
움말” 을 참고하여 작성 해주
시기 바랍니다. 

1-1 [회원]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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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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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작성시 주의사항 

 

- 운영중인 상점의 관리업체(솔루션 및 호스팅사)에 문의하셔서 이전 하실 회원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받으신 후,  

  cafe24 업로드 형식에 맞추어 편집 및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더라도, CSV(쉼표로 분리)(*.csv)로 설정 후 저장하여 업로드 합니다. 

- 파일 내에서 행이나 열의 삭제/수정, 서식 이용, 순서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칼럼은 A에서 시작해서 AM에서 끝나야 합니다. 

 

 

주요항목 안내 

 

1) 아이디  

- 적용하시고자 하는 쇼핑몰에 동일한 id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id가 탈퇴 또는 삭제된 이력이 있으면 해당 id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 한글 id 또는 2Bytes (영문 2자) 이하인 id, 특수문자, 숫자가 먼저 입력된(ex : 123abc) id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2) 비밀번호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비밀번호가 암호화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이전이 불가합니다. 

   ex) 운영중인 타사 쇼핑몰에서 고객이 pass1234 라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할 경우 

        > 이전 데이터에는 비밀번호 항목이 암호화되어 a7s09vb78s38sndkf891sjnk31 등으로 보이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합니다. 

        > 이전 데이터에 pass1234로 보이면 그대로 입력이 가능하며,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비밀번호는 아이디+생년월일/ 아이디+휴대전화 등의 조합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적용하신 패턴은 공지사항과 쇼핑몰 팝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 적립금 

- 히스토리(발생 및 사용에 대한 로그)는 시스템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사용 가능한 총 적립금액으로 입력됩니다. 

 

 

기타 엑셀 작성법은 해당 페이지의 도움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회원 엑셀파일 편집이 완료되
었으면, 아래와 같이 진행 합
니다. 
 
④ 엑셀 파일 선택 버튼으로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
을 누릅니다. 
 
⑤ 데이터 업로드 결과는 새창
으로 아래와 같이 결과가 출력
되어 등록된 건수, 실패한 건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실패 사유를 간략히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1-3 [회원] 엑셀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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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쇼핑몰관리자 페이지에 로그
인 하신 후  
 
① 상품관리 ② 상품등록 > 엑
셀 등록 페이지에 
  
③ 엑셀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cafe24 상품데이터 
등록양식을 다운로드받습니다.  
(실제 등록된 상품 데이터 다운로
드가 아니라, 업로드를 위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
다) 

 
이전하실 타사 상품데이터를 
각 항목별로 확인 후 엑셀 내
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신규등록 시에는, 상품코
드는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상
품코드는 상품등록 후에 시스
템에서 자동 생성됩니다. 
 
 
Tip)  
① 한 번에 업로드 가능한 상
품 개수는 1000개 입니다. 상
품이 1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분할하여 업로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② 페이지 하단 “엑셀 등록 도
움말” 을 참고하여 작성 해주
시기 바랍니다. 

2-1 [상품] 양식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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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품] 양식 작성하기 

엑셀 작성시 주의사항 

 

- 운영중인 상점의 관리업체 (솔루션 및 호스팅사) 에 문의하셔서 이전 하실 상품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받으신 후,  

  cafe24 업로드 형식에 맞추어 편집 및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코드(A)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식별기호이므로, 타사 상품데이터를 cafe24에 신규로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업로드 하십시오. 

  상품코드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상품코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더라도, CSV(쉼표로 분리)(*.csv)로 설정 후 저장하여 업로드 합니다. 

- 파일 내에서 행이나 열의 삭제/수정, 서식 이용, 순서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칼럼은 A에서 시작해서 CG에서 끝나야 합니다. 

 

 

주요항목 안내 

 

1) 상품분류(카테고리) 

- 상품분류 번호를 E에 기입하여, 카테고리에 정보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번호는 관리자페이지 > 상품관리 > 상품분류 관리에서 선택한 카테고리의  

  분류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카테고리에 중복 노출을 원하는 경우 | 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ex) 25|24|54 > 25, 24, 54 카테고리에 노출됨 

   

2) 이미지 등록 

- 이미지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 FTP를 통해 미리 아래 경로에 업로드 한 후, 상세(AJ),목록(AK),축소(AL),확대(AM)란에 링크 없이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 상세이미지(300px*300px) : /public_html/web/product/medium/ 

   > 목록이미지(220px*220px) : /public_html/web/product/small/ 

   > 축소이미지(100px*100px) : /public_html/web/product/tiny/      

   > 확대이미지(500px*500px) : /public_html/web/product/big/ 

 

 

기타 엑셀 작성법은 해당 페이지의 도움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대분류) Top & Tee 에 진열을 원하는 경우, 상품분류번호에 25 기입 



description 

상품 엑셀파일 편집이 완료되
었으면, 저장 후 파일을 선택
하여  
④ 엑셀 파일 선택후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⑤ 결과가 출력되어 완료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건수, 실패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실패
한 이유를 간략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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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품] 엑셀 등록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