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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리 관리 

1. 리뉴얼 내용 

“리뉴얼 되면 이런 점이 더욱 좋아집니다.” 

유효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유효기간이 필요한가? 

? ! 
- 재고가 입력 안 된 경우 0개로  
적용되어 품절기능 사용 시 …  

재고,  입력 안 해도 되나? 

쇼핑몰정보와 마켓정보,  
이제 각각 관리할 수 있어요. 

 
내 쇼핑몰에 판매할 상품 정보를 먼저 등록 후, 
등록 된 정보를 참조하여 간편하게 마켓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켓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묶고, 나누었습니다. 

 
모든 마켓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정보는 묶고, 
다른 마켓에 필요 없는 정보는 나누어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곳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켓의 필수, 선택적 정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켓 별로 필수, 선택 항목들은 물론 도움말도 
쇼핑몰/마켓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마켓정보 등록항목 개선 정보의 명확화 

참조 



2. 리뉴얼 컨셉 

[기존 마켓통합관리] [리뉴얼 마켓통합관리 ]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 연동 항목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 연동 항목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 연동 항목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 연동 항목 

STEP 1 / 쇼핑몰 정보 입력 

STEP 2 / 마켓 정보 입력하여 마켓전송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적 정보를 입력 

기본적인 정보는 쇼핑몰 정보를 참고, 마켓 정보를 추가로 입력 후 마켓 전송 

쇼핑몰 연동 항목 

마켓에 연동되는 항목과 연동되지 않는 항목이 중첩되어 섞여있는 화면,  

게다가 이 항목이 쇼핑몰에 필수인지, 마켓에 필수인지? 

쇼핑몰에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마켓에 연동되는 항목만 골라서 한 눈에!  

간편하게 쇼핑몰에 상품등록하고 마켓으로도 바로 연결하기! 



3. 마켓상품 등록 방법 

[기존] 

쇼핑몰 정보 입력 
마켓체크 후 

마켓 정보 입력 
별도 정보 입력 

“전송 전 팝업” 에서 

유효성 체크 
전송완료 

[변경] 

쇼핑몰 정보 입력 
마켓 전송 여부 

“전송” 선택 시 

마켓 정보 입력 

(+별도 정보 입력) 

마켓 정보 입력  

즉시 유효성 체크 
전송완료 

상품등록 페이지 전송 전 팝업  

상품등록 페이지 마켓정보 등록 팝업  

<System 체크> 

화면(page) 기능 

<무조건 노출> 

<선택적 노출> 

     마켓으로 상품을 연동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 무조건 노출되던 “전송 전 팝업”이 사라지고, 상품등록/수정 후 선택적으로 마켓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마켓 전송 시 미리 입력 된 쇼핑몰 정보를 참조하여 마켓으로 전송합니다. 

- 마켓정보 입력 시, 잘못 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즉시 체크되어 바로 바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1. 기존 마켓상품 등록방법 

STEP 1.  연동마켓 선택 

STEP 2.  쇼핑몰 상품정보 및 마켓상품정보 입력 

마켓 연동 항목 

쇼핑몰 연동 항목 

쇼핑몰정보 + 마켓정보 

마켓 정보(추가) 



STEP 3.  전송 전 팝업 

STEP 4.  마켓상품 등록 완료 

- 등록한 정보로 전송가능한 마켓을 체크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마켓상품으로 등록 되며, ‘닫기‘ 버튼을 클릭 하면 마켓상품으로 등록 되지 않습니다. 

- STEP3에서 전송가능한 마켓으로 상품이 전송되어 마켓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 성공/실패 여부는 상품관리 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1.  쇼핑몰 상품정보 입력 

쇼핑몰 정보 

쇼핑몰 연동 항목 

- 쇼핑몰 상품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쇼핑몰 상품으로 등록 되며, 마켓전송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확인창이 노출됩니다. 

3-2. 리뉴얼 된 마켓상품 등록방법 



STEP 2.  마켓전송여부 선택 

- 쇼핑몰 상품을 마켓상품으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마켓상품으로 등록 되며, ‘닫기‘ 버튼을 클릭 하면 마켓상품으로 등록 되지 않고 쇼핑몰 상품으로만 등록 됩니다. 

STEP 3.  연동마켓 선택 및 마켓상품정보 입력 

마켓 정보 



STEP 4. 마켓전송여부 선택 

STEP 5. 마켓상품 등록 완료 

- 등록한 마켓상품정보의 마켓전송여부를 선택 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마켓상품으로 등록 되며, ‘닫기‘ 버튼을 클릭 하면 마켓상품입력 화면이 그대로 노출 됩니다. 

- STEP4에서 전송가능한 마켓으로 상품이 전송되어 마켓에 상품이 등록됩니다. 

- 성공/실패 여부는 상품관리 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상품 수정방법 

[기존 마켓상품 수정방법] 

1. 쇼핑몰 상품정보 화면에서 상품정보 수정 후,  

   ‘전송 전 팝업’에서 ‘전송’ 버튼 클릭하여 수정정보 마켓으로 전송 

2. ‘상품자동설정’을 사용할 경우,  

   ‘전송 전 팝업‘에서 ‘전송’을 선택하지 않아도 새벽에 마켓으로 자동 전송됨 

   (상품자동설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켓으로 전송되지 않음) 

3. 마켓상품정보만 수정 불가 

CASE1. 상품자동설정 ‘사용함’ 

STEP 1.  상품수정 

STEP 2.  수정내용 마켓 전송 (전송 전 팝업) 

STEP 3-1.  ‘전송’ 선택 시, 수정내용 마켓으로 즉시 전송완료 

STEP 3-2.  ‘닫기’ 선택 시, 수정내용은 새벽에 마켓으로 전송됨 

STEP 1.  상품수정 

STEP 2.  상품수정 완료 (마켓전송 안됨) 

CASE 2. 상품자동설정 ‘사용 안 함’ 

[리뉴얼 된 마켓상품 수정방법] 

1. 쇼핑몰 상품정보 화면에서 상품정보 수정 후, 마켓 전송여부 선택 가능 

2. 마켓 전송여부 확인창에서, 

   ‘전송’을 선택할 경우에만 마켓으로 즉시 전송되며. 

   ‘전송 안 함’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마켓으로 전송되지 않음 

   (마켓 전송여부 확인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켓으로 즉시 전송됨) 

3. 마켓상품정보만 수정 가능 

STEP 1.  상품수정 

STEP 2.  수정내용 마켓 전송여부 선택 

STEP 3-1.  ‘전송’ 선택 시, 수정내용 마켓으로 즉시 전송 완료 

STEP 3-2.  ‘ 전송 안 함’ 선택 시, 수정내용은 마켓으로 전송되지 않음 

CASE1. 마켓 전송여부 확인 ‘사용함’ 

CASE 2. 마켓 전송여부 확인 ‘사용 안 함’ 

STEP 1.  상품수정 

STEP 2.  수정완료 및 수정내용 마켓으로 즉시 전송됨 



5. 기타 리뉴얼 주요 변경 항목 

1.  상품정보 유효성 체크 

[기존] [변경] 

상품정보 입력 후,  

‘전송 전 팝업’ 에서 잘못 표기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정보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체크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 입력 완료 후, 잘못된 정보 확인 상품정보 입력 시, 잘못된 정보 바로 확인! 



2.  유효기간 

[기존] [변경] 

사용여부만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여부 및 유효기간의 만료일자를 ‘무제한’으로 체크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자를 ‘무제한’으로 설정 가능 

3.  인증정보 

[기존] [변경] 

인증정보를 요구하는 마켓별로 동일정보를 여러 번 입력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인증정보를 공통으로 입력하여, 인증정보를 단 한번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를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고,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 

마켓별로 인증정보 각각 입력 



4.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존] [변경] 

등록하는 상품의 ‘상품군’만 선택 가능하고, 

상세항목은 확인 할 수 없으며 ‘상세설명 참조’로 전송 되었습니다. 

‘상품군’ 선택 시, 

상세항목을 직접 입력 하거나 ‘상세설명 참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품군만 선택 가능 

상세항목 직접입력 가능 

상세항목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전송 가능 



5.  이미지 

[기존] [변경] 

쇼핑몰 이미지와 마켓상품의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마켓별로 이미지를 여러 번 등록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쇼핑몰 이미지와 마켓상품의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 한번만 이미지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켓별로 이미지 각각 등록 

마켓상품 이미지를 공통으로 한번만 등록! 



6. 기존상품 연동 시나리오 

1 

1. 마켓연동 선택 

  - 선택되어 있는 마켓정보와 동일하게 연동 됩니다.  

  - ‘전체’ 선택 Check box는 추후 기능개선을 통해 적용됩니다. 

 

2. 대표 카테고리  

   - 대표 카테고리 정보가 각 마켓정보에 매칭되어 있는 카테고리 정보로 노출됩니다.  

   - 별도 등록으로 연동되어 있을 경우, 해당 마켓에 카테고리 연동 

   - 별도 등록으로 다수의 카테고리가 연동되어 있을 경우, 첫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카테고리 정보로 노출됩니다. 

     (단,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모든 카테고리정보를 마켓에 전송하기 때문에 마켓과 매핑 된 카테고리 정보로 전송 됩니다.) 

리뉴얼 

2 



3 

3. 고시정보 (공통 OR 마켓별 > 마켓공통) 

   마켓별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을 경우, 중복 선택된 상품군의 개수가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적용 됩니다.  

   만약, 모두 다른 상품군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G마켓 > 옥션 > 11번가 > 스토어팜 > 인터파크 순서로 적용 됩니다. 

   (마켓선택에 적용된 순서를 기준으로 함) 

리뉴얼 



4 

4. 부가정보 - 인증정보 (마켓별 > 마켓공통) 

   마켓별로 등록된 인증정보 데이터를 병합 > (단독화면) 인증유형 Select box 정렬순서로 데이터 정렬 > (단독화면) 인증상세유형 Select box 정렬순서로 데이터 정렬 > 

   인증번호 Random 으로 연동 됩니다. 

   즉, 데이터를 병합 후 인증유형 Select box 정렬순서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고 상위 5개를 단독화면에 적용합니다. 

   (인증유형이 동일할 경우 인증상세유형 정렬순서를 체크하여 적용하고, 인증상세유형이 동일할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Random으로 적용) 

리뉴얼 



5 

5. 이미지 (EC공통정보 OR 마켓별 > 마켓공통) 

   - EC공통정보로 등록된 경우 :  등록된 이미지가 연동 됩니다. 

   - 마켓 별도등록으로 등록된 경우 : 가장 큰 사이즈를 요구하는 마켓순서로 연동 됩니다. 

                                               (11번가 > 옥션 > 11번가와 옥션을 제외하고 별도등록으로 이미지가 등록된 마켓 이미지 중 Random) 

 

6. 유효기간 (EC공통정보 > 마켓정보) 

   입력된 정보가 단독화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원산지 (EC공통정보 > 마켓정보) 

   입력된 정보가 단독화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