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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LIVE SHOP 

상점을 사용하기 위해선 LIVE SHOP 기본설정을 완료 하셔야 됩니다. 

기존 등록된 상품의 결제 URL링크를 변경된 URL링크(live shop 화면)로 
사용하기 위해선 상품을 수정하시면 변경된 URL링크로 저장이 됩니다. 

상점 숨김 시 LIVE SHOP으로 연결되는 URL링크 접속 시  
상품이 안보입니다. 
Ex) 상점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상품등록 후 연결. 연결이 안됩니다. 

<샘플 상점 보기> 
 https://www.payup.co.kr/m/zlepang  

https://www.payup.co.kr/m/zlepang
https://www.payup.co.kr/m/zlepang


상점 설정 . LIVE SHOP 메뉴.  쇼핑몰 설정  >  상점 설정 

상점주소. 고객님의 상점주소 입니다. 제공된 주소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노출 설정. 상점 노출 시 상점 접속이 가능 합니다. 상점 숨김 시 상점 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단, “상점 숨김(판매만 가능)”은  상점은 노출 되지 않지만 ‘URL 링크’를 통한 결제는 가능합니다.(폐쇄몰방식) 

- 상점 주소, 상점 노출 설정, 상점명 

http://www.payup.co.kr/m/zlepang 



상점 설정 

상점 로고. 상점페이지 상단 및 결제 화면에서 사용되는 로고 입니다. 

색상. 상점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 하세요. 원하시는 색상이 없을 경우  
         요청 시 추가해 드립니다(색상 코드 필요). 

- 상점 소개/이미지, 상점 로고, 상점 포인트 색상 

. LIVE SHOP 



상점 설정 

- 배송 및 교환/환불 정책 

. LIVE SHOP 



상점 설정 

무통장 설정. 입금 가능 선택 시 구매자가 결제 전 선택하여 결제 가능 합니다.  

- 결제 방식 설정 

. LIVE SHOP 



배송비 설정 

배송비 설정. 원하시는 배송비 부과 방식을 선택 후 금액 설정 

메뉴.  쇼핑몰 설정  >  배송비 설정 

- 배송비 설정 

. LIVE SHOP 



배송비 설정 

배송기간. 상품 구매 페이지에 노출 됩니다. 

추가 배송비. 사용 유무 선택 가능 하며, 비용 발생하는 상세 지역은 따로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 배송기간, 제주 /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설정 

. LIVE SHOP 



상품 관리 

메뉴.  상품 관리 > 상품 등록/수정 

추천 상품 설정.  설정 시 상품 리스트에서 가장 앞쪽에 배치, 추천 라벨 붙음 

할인가 적용.  사용 시 상품 가격에 할인 전 금액과 할인 된 금액이 표시 됩니다. 

- 추천 상품 설정 , 할인가 적용 

. LIVE SHOP 



상품 관리 

상품 동영상.  사용 시 별도의 LIVE용 페이지 및 상품 상세에 동영상이 포함 됩니다. 
    * 현재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확인 하기 버튼을 통해  
        동영상 주소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해주세요. 

- 상품 동영상 

. LIVE SHOP 



상품 관리 

1.  옵션명을 입력해 주세요. 

2.  옵션값을 입력해 주세요. 엔터키 또는 , 를 통해 연속적으로 입력 가능 합니다. 

3.  [ + ] ,[ - ] 버튼을 통해 옵션을 추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개 까지 가능합니다. 

4.  옵션값 입력 후 [모든 옵션 추가금액 설정] 버튼을 클릭 하여 추가금액을 입력 합니다.  (필수) 

- 옵션 설정 

. LIVE SHOP 



주문내역 

- 주문 확인 문자 발송 

주문 확인.  주문을 체크 한 후 [주문확인] 버튼 클릭 시 구매자에게로 주문확인 문자 발송 됩니다. 

메뉴.  주문 및 배송관리 > 주문내역 

※ 주문 확인은 구매자에게 결제완료 확인이 되었으므로 상품 발송을 시작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주문 확인 후 재 발송은 안되며, 모든 상태값에서 주문 확인이 가능 하므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 LIVE SHOP 



배송 관리 

- 주문 상태 변경 

상태 변경.  주문을 체크, 변경 상태 값을 정한 후 [주문 상태 변경] 버튼 클릭 합니다. 

※ 일부 상태값은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주문의 상태는 구매자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뉴.  주문 및 배송관리 > 배송관리 . LIVE SHOP 



배송 관리 

- 운송장 번호 등록 (단일) 

단일 등록.  리스트에서 [입력 하기] 버튼 클릭 후 택배사 선택 ,  
                  운송장 번호를 입력 후 [저장하기] 버튼 클릭 

. LIVE SHOP 



배송 관리 

- 운송장 번호 등록 (대량) 

단계 1.  [엑셀로 송장번호 등록] 클릭 

단계 2.  [엑셀 샘플 다운로드] 클릭, 샘플 엑셀 다운 

단계 3.  양식에 맞춰 엑셀 작성 

단계 4.  엑셀 파일 업로드 

단계 5.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엑셀 작성 시 택배사 코드표를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 LIVE SHOP 



※ 엑셀 작성 시 택배사 코드표를 확인하여 작성해 주세요. 

- 택배사 코드표 

택배사 코드 택배사 코드 택배사 코드 

CJ대한통운 4 한진택배 5 롯데택배 8 

우체국택배 4 로젠택배 8 KG로지스택배 7 

KG로지스택배(KG옐로우캡) 9 KGB택배 10 일양로지스 11 

EMS 12 DHL 13 한덱스 20 

FedEx 21 UPS 14 USPS 26 

대신택배 22 경동택배 23 합동택배 32 

CU 편의점택배 46 CVSnet 편의점택배 24 TNT Express 25 

한의사랑택배 16 GTX로지스 15 천일택배 17 

건영택배 18 GSMNtoN 28 에어보이익스프레스 29 

KGL네트웍스 30 DHL Global Mail 33 범한판토스 37 

APEX(ECMS Express) 38 드림택배 39 굿투럭 40 

GSI Express 41 CJ대한통운 국제특송 42 애니트랙 43 

SLX 44 호남택배 45 우리한방택배 47 

ACI Express 48 ACE Express 49 GPS Logix 50 

성원글로벌카고 51 롯데택배 해외특송 99 i-Parcel 34 



공지사항 

- 리스트 / 등록 / 수정 

※  작성시 사용자는 상점 상단메뉴 [공지사항]에서 공지내용 확인 가능 합니다. 

메뉴.  공지사항 . LIVE SHOP 



메인 배너  

- 메인 배너 등록 하기 

메뉴.  메인 배너 설정 . LIVE SHOP 

노출여부. 미노출 시 상점에서 해당 배너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배너 이미지. 배너 이미지 가로 사이즈는 1200px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링크 주소. 배너 클릭 시 이동 하기를 원하면 링크 사용 선택 후 링크 주소를 입력 합니다. 
 주소는 http:// 포함하여 풀 주소로 입력해주세요. 



메인 배너  

- 메인 리스트 , 순서 변경 하기 

메뉴.  메인 배너 설정 . LIVE SHOP 

순서 변경. 배너의 순서변경을 원하시면 배너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위아래 순서를 변
경 합니다. 원하시는 순서가 되었으면 [순서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순서로 저장합니다. 

메인 배너  
(3초 후 슬라이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