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벤트정보.

이벤트정보란, 무료배송 ·카드할인 ·쿠폰 ·포인트와같은상품단위의혜택정보.

§

이벤트정보를네이버쇼핑에서수집하기위해구성돼있는필드.

입점사가판매하는상품정보를모아둔상품EP안에존재.

네이버쇼핑은이벤트필드를이용하여입점사의이벤트정보를수집·처리후서비스에반영.뗴

§

네이버쇼핑검색리스트에서이벤트정보전달가능.

이벤트정보로경쟁상품과차별점홍보가능.



§

쇼핑파트너존 > 상품관리 > 상품정보수신현황 > 이벤트필드EP 노출상태 > 등록요청

§

아래조건만족시, 이벤트필드값정상노출

• 네이버쇼핑입점완료

• 몰서비스상태 ON

• EP수신상태정상

• CPC몰의경우, 충전금존재뗴



무료배송 ·카드할인 ·쿠폰 ·포인트와같은이벤트홍보문구등록권장.

탭 ·엔터문자등의제어문자, 공백문자, 프로그래밍언어는 EP수신관련시스템오류를발생시키므로사용금지.

노출불가기준에부합될경우등록거부및제제.(노출불가상세기준참고)

권장문구 예시

상품단위의구체적인이벤트문구

2만원이상구매시무료배송

신한카드 6개월무이자이벤트

회원가입시 500포인트지급

§



§

네이버쇼핑모니터링가이드에있는제제문구사용불가

대분류 중분류

온라인판매금지/ 제한 품족 (Banned) 성인용품, 음란선내포상품/ 주류,담배,안경/ 폭력물, 생물체/ 동물모양전기제품/ 사이버아이템/ 불법유통상품/ 사회문제야기상품

식약청금지/ 제한 품목 (KFDA)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친환경농산물/ 화장품/ 의약품/ 의약품-한약재/ 식약청위해고시목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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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방식부적합 (Violation) 키워드어뷰징/ 등

§

노출불가사유 노출불가상세 비고

시인성이슈발생
정보전달에필요없거나중복된표현및문자 !!!! 등 무의미한문자가 2회이상연속되는경우제제

그림문자, 화살표, 별 등에속한특수문자 가능특수문자: [] () , . - _ ! ? ' : ; ~ +  *

어뷰징이슈발생
판매상품과전혀무관한문구 노출불가문구예시: 2019년 트렌드

단순쇼핑몰홍보를위한문구 노출불가문구예시: 저희쇼핑몰은 A/S가 빠릅니다



전체/요약EP에

이벤트정보노출을위한정보필드추가

seq. 구분 필수여부 EP2.0 EP3.0 Description
1 기본정보 필수 <<<mapid>>> id 상품 ID
2 기본정보 필수 <<<pname>>> title 상품명
3 기본정보 필수 <<<price>>> price_pc 상품가격
4 기본정보 권장 <<<mpric>>> price_mobile 모바일상품가격
5 기본정보 권장 normal_price 정가
6 기본정보 필수 <<<pgurl>>> link 상품URL
7 기본정보 권장 <<<mourl>>> mobile_link 상품모바일URL
8 기본정보 필수 <<<igurl>>> image_link 이미지URL
9 기본정보 권장 add_image_link 추가이미지URL
10 분류정보 필수 <<<cate1>>> category_name1 제휴사카테고리명 (대분류)
11 분류정보 권장 <<<cate2>>> category_name2 제휴사카테고리명 (중분류) 
12 분류정보 권장 <<<cate3>>> category_name3 제휴사카테고리명 (소분류) 
13 분류정보 권장 <<<cate4>>> category_name4 제휴사카테고리명 (세분류) 
14 분류정보 권장 naver_category 네이버카테고리
15 상품식별정보 권장 naver_product_id 가격비교페이지 ID
16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condition 상품상태
17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import_flag 해외구매대행여부
18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parallel_import 병행수입여부
19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order_made 주문제작상품여부
20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product_flag 판매방식구분
21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adult 미성년자구매불가상품여부
22 상품식별정보 권장 <<<gtype>>> goods_type 상품구분
23 상품식별정보 권장 <<<barcd>>> barcode 바코드
24 상품식별정보 권장 <<<mdnum>>> manufacture_define_number 제품코드
25 상품식별정보 권장 <<<model>>> model_number 모델명
26 상품식별정보 권장 <<<brand>>> brand 브랜드
27 상품식별정보 권장 <<<maker>>> maker 제조사
28 기본정보 권장 <<<origi>>> origin 원산지
29 혜택정보 권장 <<<cardn>>>,<<<cardp>>> card_event 카드명/카드할인가격
30 부가정보 권장 <<<event>>> event_words 이벤트
31 혜택정보 권장 <<<coupo>>> coupon 일반/제휴쿠폰
32 공정위 해당상품필수 <<<pcpdn>>> partner_coupon_download 쿠폰다운로드필요여부
33 혜택정보 권장 <<<pcard>>> interest_free_event 카드무이자할부정보
34 혜택정보 권장 <<<point>>> point 포인트
35 공정위 해당상품필수 <<<insco>>> installation_costs 별도설치비유무
36 분류정보 권장 <<<prema>>> pre_match_code 사전매칭코드
37 부가정보 권장 search_tag 검색태그
38 부가정보 권장 group_id Group ID
39 부가정보 권장 vendor_id 제휴사상품 ID
40 부가정보 권장 coordi_id 코디상품ID
41 기본정보 해당상품필수 minimum_purchase_quantity 최소구매수량
42 부가정보 권장 <<<revct>>> review_count 상품평(리뷰,구매평) 개수
43 배송정보 필수 <<<deliv>>> shipping 배송료
44 공정위 해당상품필수 <<<dlvga>>> delivery_grade 차등배송비여부
45 공정위 해당상품필수 <<<dlvdt>>> delivery_detail 차등배송비내용
46 부가정보 권장 attribute 상품속성
47 부가정보 권장 option_detail 구매옵션
48 기본정보 권장 <<<selid>>> seller_id 셀러 ID (오픈마켓에한함)
49 기본정보 권장 age_group 주이용고객층
50 기본정보 권장 gender 성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