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쇼핑 이벤트 정보 수신 가이드 

본 문서는 네이버 쇼핑과 제휴사의 원활한 데이터 연동 및 서비스를 위해 제공되는 문서이며, 배포 및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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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정보란? 

이벤트 정보 소개 

이벤트 필드란? 

정확한 이벤트 정보 작성 시 이점 

• 네이버 쇼핑 내 리스팅 페이지내 클릭유도를 통한 광고 효과가 기대된다. 

• 상품명 이외에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경쟁상품과의 차별화 할 수 있다.  

• 프로모션 홍보를 통한 세일즈 활성화 및 가맹점 트래픽 증대에 기여한다. 

• 무료배송, 카드할인, 쿠폰, 포인트와 같은 상품 단위의 혜택정보를 통틀어서 칭한다. 

• 상기 이벤트 정보를 네이버 쇼핑에서 수집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다. 이벤트 필드는 입점사가 판매하는 상품정
보를 모아둔 상품EP 안에 존재하며, 네이버 쇼핑은 이벤트 필드를 이용하여 입점사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한 후 
서비스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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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파트너존 > 상품관리 > 상품정보 수신현황 > 이벤트필드 노출상태 > 등록요청 

이벤트필드 노출 요청 방법 

요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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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쇼핑에 입점신청하여 승인처리 된  입점완료 상태여야만 한다. 

• 이벤트 값이 정상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몰이 네이버 쇼핑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어야만 하므로 하기와 같은 전
제조건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 몰의 서비스 상태가 ON이어야 하며, CPC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금이 존재해야 한다. 

– EP(DB) 수신 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신상태가 정상적인 몰이어야 한다. 

 몰상태가 퇴점 및 서비스OFF 로 변경될 경우에는 상품 노출이 중단되므로 이벤트 노출 역시 중단된다.  

• 무료배송, 카드할인, 쿠폰, 포인트에 관계없이 모든 이벤트성 문구일 경우 가능하다. 

• 입점사의 프로모션 성격의 기획전, 카테고리단위의 기획전은 제외한다. 

• 단, 반드시 구체적인 문구 여야만 하며 어뷰징 조건에 부합될 경우 등록 거부 및 제제를 가한다. 

등록 및 처리기준 

이벤트 필드 값 정의 

몰별 등록 기준 

처리기준 

모니터링 방법 행사주기 어뷰징 기준 처리 방법 

사용자 신고 수시 

• 정보 오류 
• 불필요한 정보 삽입 
• 정보 중복 

• 적발 시 노출 중단 처리 
• 클린 프로그램 처리 

ETC 모니터링 수시 

이벤트 모니터링 주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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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쇼핑 모니터링 가이드 상에 기재된 제제 문구 사용 불가 (상세내용은 네이버 쇼핑 모니터링 가이드 참조) 

어뷰징 상세 기준 – 1/2 

상세 Case 

노출불가 사유 이벤트필드 정보 예시 

일반적인 상품정보만 (상품가격, 상품명, 모델명, 브랜드, 제조사) 
표기 불가 

• 치킨너겟, 토끼 슬리퍼, 감자, 브러쉬 

• 오리진 하프씰 오메가3 

• 가방, 신발, 토끼슬리퍼. 바바리, 집게핀 

• Ektelon O3 Black Racquetball Racquet 

• 150405CAO0R2038 

• 181087-486628 

• 77,88,99원피스,스팽글카라원피스,레이스원피스 

• 빅사이즈여성의류,빅사이즈여성니트 

• 에이프라이즈 양가죽 소매 양가죽 빅버튼 수리크루즈 샤넬 트위드 여아코트 코트 아동복 

• Hasso,백팩,Back Pack,프리미엄백팩,Ruck Sack,하쏘 

대분류 중분류 

온라인 판매 금지/ 제한 품족 (Banned) 성인용품, 음란선내포상품/ 주류,담배,안경/ 폭력물, 생물체/ 동물모양 전기제품/ 사이버아이템/ 불법유통상품/ 사회문제야기 상품 

식약청 금지/ 제한 품목 (KFDA)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친환경농산물/ 화장품/ 의약품/ 의약품-한약재/ 식약청 위해 고시목록 상품 

권리침해 (Infringement) 상표권 침해/ 저작권침해/ 특허권침해/ 실용신안권침해/ 저작권/ 초상권,성명권/ 지적재산권/ 기타침해 

판매방식부적합 (Violation) 키워드어뷰징/ 등 

• 분류별 노출불가 케이스 

• 실제 쇼핑몰 사이트와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문구와 상이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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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상세 기준 – 2/2 

노출불가 사유 이벤트필드 정보 예시 

이벤트 정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정보 (할인율, 쿠폰가격, 포인트 
무료배송, 결제나 구매에 대한 정보) 미표기 

• 무료배송, 이벤트, 세일가, 런칭특가, 한정판매 

• 사은품 이벤트, 적립금, 1+1특가, 메일링 특가 

• 10개이상 주문시 포장케이스를 드립니다.(주문시 남기실 말씀에 기재해 주세요.) 

• 삼성카드 29919원/ 삼성카드 37590원 

단순한 홍보문구 표기 불가  
(명확한 상품/브랜드 이벤트정보 표기) 

• 끝까지 최선을 다한 무한 책임으로 모시겠습니다 

• 중국산 재생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 슈퍼 재생토너 품질보증 

• 품질보증및무료A/S 품질 때문에 고생하신분 다 오세요 

• 품질보증및무료A/S로 책임지는 서비스로 최선을... 

• 2012년 최신 트랜드, 신기술, 유행, 스타일에 방한효과까지!!, 얼짱 박형섭! 

잘못된 문자, 특정 특수문자, 태그값 표기 불가 
(단,  (), [], ! 등의 일반적으로 문구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특수기
호는 가능) 

• 74<<>>0원 

• [ 09&#39; SS 신상 남녀공용! ] 

• ★ 애틱 파격 50弩�<<>>0원 

• &amp;amp;amp;lt;천연 아로마 오일 및 천연 재료로 제작된 친환경 캔들&amp 

• &lt;b&gt;&lt;font color=&#34;red&#34;&gt;★롯데단독1천원할인쿠폰&lt;/font&gt;&lt;/b&gt; 

• == 임직원 특가!, ===이메일특가 

• ※☆★○●◎◇◆□■△▲▽▼◁◀▷▶♠♡♥♧♣⊙◈▣◐◑▒▤▥▨▧▦▩……… 

• Subject2 : FLYING 

• 분류별 노출불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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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필드 가이드 

전체/요약 EP 내 정보 필드 

필드명 전체EP 요약EP 필드 설명 

<<<begin>>> 필수 필수 상품의 시작 

<<<mapid>>> 필수 필수 상품 ID 

<<<pname>>> 필수 선택 상품명 

<<<price>>> 필수 선택 상품 가격 

<<<pgurl>>> 필수 선택 상품 URL 

<<<igurl>>> 필수 선택 이미지 URL 

<<<cate1>>>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명 (대분류) 

<<<cate2>>>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명 (중분류) (미 존재 시 Null) 

<<<cate3>>>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명 (소분류) (미 존재 시 Null) 

<<<cate4>>>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명 (세분류) (미 존재 시 Null) 

<<<caid1>>>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 ID (대분류) 

<<<caid2>>>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 ID (중분류) (미 존재 시 Null) 

<<<caid3>>>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 ID (소분류) (미 존재 시 Null) 

<<<caid4>>> 필수 선택 업체 카테고리 ID (세분류) (미 존재 시 Null) 

<<<model>>> 선택 선택 모델명 

<<<brand>>> 선택 선택 브랜드 

<<<maker>>> 선택 선택 제조사 

<<<origi>>> 선택 선택 원산지 

<<<deliv>>> 필수 선택 배송료 

<<<event>>> 선택 선택 이벤트 

<<<coupo>>> 선택 선택 쿠폰 

<<<pcard>>> 선택 선택 카드 무이자 할부 정보 

<<<point>>> 선택 선택 포인트 

<<<mvurl>>> 선택 선택 동영상 상품 여부 

<<<selid>>> 선택 선택 셀러 ID (오픈마켓에 한함) 

<<<class>>> <사용안함> 필수 I  (신규 상품) / U (업데이트 상품) / D (품절 상품) 

<<<utime>>> <사용안함> 필수 상품정보 생성 시각 

<<<barcode>>> 선택 <사용안함> 바코드 (전체 EP만 사용) 

<<<cardn>>> 선택 선택 카드명 

<<<cardp>>> 선택 선택 카드할인가격 

<<<ftend>>> 필수 필수 상품의 끝 

전체 /요약 EP에 이벤트노출을 위한 정보 필드 추가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