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TER
KIT
네이버톡톡

서비스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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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있다면 부담없이 문의할 수 있어야죠!

네이버톡톡은  

친구 추가 없이, 앱 다운로드 없이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웹 채팅 서비스입니다.

상담과 별개로 

사업자와 친구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대로 쉽고 빠르게 대화하고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친구 맺을 수 있는

네이버 톡톡

지금 바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네이버톡톡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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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홈페이지]
배너를 삽입하여 톡톡대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안]
이용중인 서비스에 톡톡을 연결하면

버튼이 자동 노출됩니다.

톡톡 계정 적용 모습 
웹 서비스 기반인 톡톡은 PC&모바일 환경에 맞게 대화창이 열립니다.
네이버 내 이용중인 서비스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에도 톡톡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연동 가능한 네이버 내 서비스 : 스토어팜(스토어팜전문관), modoo, 네이버페이가맹점, 네이버예약, 부동산,

그라폴리오, 지도, 마이비즈니스, SA광고(일부), 블로그(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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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대화방법 (파트너)
파트너는 신규문의를 받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알림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참고)
PC로는 톡톡파트너센터에 접속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파트너가 보는 대화창 모습입니다. 

메시지입력 외 하단 위젯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여러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전용 알림 앱이 있다면

푸시알림으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Pc는 톡톡파트너센터 로그인

상태라면 소리알림으로 제공)

파트너 전용 알림 앱 모습

(앱없이도 톡톡파트너센터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URL주소는 같습니다.)

http://partner.talk.naver.com

대화관리 파트너 대화창 파트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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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채팅목록으로

이동

TIP

파트너 전용 알림앱 !
네이버앱을 통하지 않고, 신규 메시지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전용 알림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해 보세요. 다운로드 방법은 톡톡 공식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489998432다운로드 방법안내 :



06

톡톡 대화방법 (고객)

고객이 먼저 말을 걸어야

대화창이 생성됩니다.

첫 대화 시 환영 인사말이 보이며,

이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답변은 

네이버앱 알림으로 동일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 메인페이지 우상단 종모양을 통해

신규메시지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로그인 my영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톡톡 대화목록 고객 대화창 고객 알림

고객은 네이버앱을 통해 파트너의 답변을 push알림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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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톡톡 서비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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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가요?

하나의 톡톡 계정에 각 서비스를 연결하세요. 연결된 서비스에는 

톡톡 버튼이 노출됩니다.

네이버 안에서 노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네이버
노출효과

매매가 중요한 업종엔  상품 추천, 주문서 전송, 주문 이력조회 위젯을,   

맞춤 상담이 필요한 업종엔 설문용 상담 요청 배너, 명함 보내기 위젯을,

그 외 파일전송, 네이버 지도 첨부 등  네이버만의 특화된 위젯들을 제공합니다.

쇼핑, 부동산, 학원, 병원 등 업종별 특화상담이 가능합니다.업종별
특화기능

실시간 채팅에 부담이 있으신가요?

업무시간 표기 및 부재중 설정, 알림을 받지 않을 에티켓 시간 설정, 자주 쓰는 

문구 등 다양한 기능으로 상담 여력에 맞춰 톡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팅상담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최적화된
상담관리

네이버톡톡이
비즈니스 메신저로 적합한 이유 

고객의 니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간편하고 
명확한 상담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문의하는지 

요약정보를 보여주어 빠르게 상담이 진행됩니다.

나와 친구를 맺은 고객들에게 단체 메시지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체 메시지는 목적에 맞게 대상을 타겟팅할 수 있고, 혜택 첨부도 가능합니다.

내 비즈니스를 홍보할 다양한 소식을 보내보세요.

친구를 모아 마케팅하세요.톡톡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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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명확한 상담
상담 시작 시, 어떤 콘텐츠에서 문의가 인입됐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톡톡버튼으로 대화요청이 들어오면, 요약정보가 먼저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고 찾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네요!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외부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페이지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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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o
홈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스토어팜 네이버지도

각 채널에 연결!

오프라인에서 가구 매장을 운영하며 

네이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A 사장님

톡톡계정 개설

노출 시너지효과
네이버 서비스 곳곳에 톡톡 버튼을 노출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에 이용중인 네이버 서비스들을 연결해 보세요.

유입은 많아지고 문의는 계정 한곳으로 모아지니 상담효율이 높아집니다.

* 채널연결 주의사항!

채널마다 톡톡 계정을 따로만들어 연결하면 상담이 분산됩니다.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계정을 개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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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기능
업종에 맞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해보세요.

부동산의 매물추천, 쇼핑/예약의 상품추천 등

매매 업종에 필요한 네이버만의 특화 위젯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진, 파일, 위치 전송은 업종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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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배너 명함

업종별 특화기능
업종에 맞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해보세요.

* 사진, 파일, 위치 전송은 업종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설문용 상담 요청 배너, 명함 보내기 위젯 등

 맞춤상담이 중요한 업종을 위한 특화 위젯도 지원합니다.



13

톡톡파트너센터 모바일 접속 화면

계정관리를 위한
퀵메뉴 제공

최적화된 상담관리
실시간 채팅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내 상담 여력에 맞게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응대 시간 설정, 알림 설정, 프로필 및 멤버관리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응대효율을 높여보세요.



FAQ 설정 쇼핑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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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상담관리
실시간 채팅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FAQ기능으로 고객들이 자주 묻는 문답을 만들어두세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응대가 어려운 부재중 시간엔  BOT(봇)이 직접 대화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BOT은 현재 스타일윈도에 입점한 파트너 중 스토어팜을 개설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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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에서 친구맺기 친구요청 위젯으로 제안하기

톡톡친구 
상담을 통해 고객과 만났다면, 이제 톡톡친구를 모아보세요.

고객이 직접 파트너의 프로필에서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너가 ‘친구요청 위젯’으로 직접 친구맺기 제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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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친구 
친구를 맺은 고객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내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혜택만들기, 링크전송 등 다양한 메시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송대상을 직접 성별/연령별/구매이력별 설정할 수 있어 최적화된 타겟마케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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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윈도 매장 홈 모두 홈페이지 매장 홈 

TIP

친구맺는 또다른 방법! 홈에서 친구맺기
톡톡계정에 스토어팜, 전문관, 모두!를 연결한 파트너라면 

연결한 채널의 홈에  ‘톡톡친구 버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프로필과 친구요청 위젯이 아니어도 내가 연결해둔 채널 홈에서 바로 친구 맺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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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톡톡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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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톡톡 버튼이 노출되고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문의를 받기 전, 비즈니스 타입에 맞게 계정을 셋팅해 두세요.

(프로필, 알림설정, 인사말 확인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대화관리

04. 하나의 계정에 여러 채널이 연결되어 있으면 톡톡 친구도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톡톡친구들에게 단체메시지를 보내세요. 
마케팅관리

05. 톡톡 파트너센터를 PC로 접속하시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톡톡만의 파일 클라우드 관리, 대화/친구/단체메시지에 대한 통계보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응대효율을 높이세요. 

관리점검

네이버톡톡 이용순서
톡톡 계정개설 및 이용방법 요약 

02. 네이버 안에서노출관리
네이버에는 톡톡 계정과 연동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용중인 서비스가 있다면 톡톡 계정을 만들 때 ‘채널 연결’을 진행하세요. 

연결한 서비스 채널에 자동으로 톡톡 버튼이 노출됩니다. 

네이버 밖에서 

채널 연결 없이도 외부 홈페이지에 톡톡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톡톡 배너를 원하는 사이트에 붙여보세요.

01. 톡톡 파트너 센터(http://partner.talk.naver.com)에 접속한 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ID로 우선 로그인합니다.
이후 ‘내 계정’ 화면에서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계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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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채널
연결

생성완료!약관동의 정보입력 검수완료

계정만들기 01

톡톡 파트너센터 접속 

계정만들기 프로세스 

계정에서 사용할 네이버ID로 로그인 한 뒤, ‘톡톡 계정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계정에 필요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개설 가능합니다. 계정은 개인/사업자/기관 단체 계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계정은 사업자 정보가, 기관 단체 계정은 고유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세 설명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766133675

노출채널 연결이란?  

내가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서비스에 톡톡버튼을 노출하기 위하여 연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필수가 아니며 사후연결(02 노출관리 참고)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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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 ID로 개설된 계정이 있을 때 
리스트로 보여주며 

이 계정에 현재 채널을 추가로 
연결하려면 선택함

새로운 계정을
개설 할 때 선택

TIP

파트너센터에 접속하지 않고 계정을 만드는 방법!
톡톡버튼을 연동하려는 네이버 서비스의 관리 페이지에서도 계정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 스토어팜 판매자센터에서 바로 가능)

각 서비스의 관리페이지 지정화면에서 ‘톡톡연동 버튼’으로 진행합니다. 

연동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약관 동의 필요) 

(+)새로운 톡톡 계정 추가를 눌러 계정을 만드세요. 

이 때, 해당서비스에 이미 등록되있는 프로필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톡톡센터에서 진행할 때보다 훨씬 간소하며 별도 검수도 필요 없습니다.

톡톡에선 이러한 연결방법을 ‘간편연결’이라고 합니다.



22

1. 네이버 안에서       노출 채널 연결하는 방법

노출관리02

1) 계정 신규 생성시 연결

노출채널 연결 단계에서 서비스를 선택 후,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을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각 서비스의 관리 페이지에서도 톡톡 연동이 가능합니다.(SA의 경우 광고주센터에서만 가능) 

2) 계정 생성 후 사후연결

톡톡파트너센터 계정홈 메뉴 중 ‘노출관리’에서 +채널추가 버튼으로 이용하세요.

연결 후에는 on/off 버튼을 통해 노출제어도 가능합니다. (전문관 채널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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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밖에서       톡톡배너 노출하는 법

노출관리02

외부 사이트에 톡톡 버튼을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1) 계정 홈 메뉴 중 노출관리의 ‘배너사용’에 들어갑니다.

2) 적용하고자하는 페이지가 PC 인지 Mobile 인지에 따라 각 HTML타입을 복사합니다.

3) 이제 붙이려는 페이지의 HTML  소스에 톡톡에서 복사한 HTML을 붙여넣습니다.

4) 적용 완료된 배너는 ‘기본형’ 톡톡버튼입니다. 고객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장이 바로 열립니다.

5) 기본형 외 다양한 배너타입을 ‘디자인파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해주세요.

     단, 선택한 배너에 맞게 HTML 소스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상세 설명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71813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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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밖에서       QR코드 사용하는 법

노출관리02

오프라인 매장 또는 광고물 내에 톡톡 QR코드를 노출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계정홈 메뉴 중 ‘노출관리’에서 이용하세요.

2)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 후 다운 받습니다.

3) 해당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삽입하거나, 출력하여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하세요.

4) QR코드를 찍은 고객 핸드폰에 바로 대화창이 열립니다.

상세 설명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7547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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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창대화목록 선택한 대화창의 고객정보 영역
(스토어팜 구매자일 경우
 구매이력 함께 제공)

대화관리03

톡톡 버튼이 노출되고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PC로 접속한 톡톡파트너센터에서는 [대화관리 > 대화목록]에서 응대합니다.

PC의 경우 신규메시지 도착 시 ‘소리 알림’을 제공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한 톡톡파트너센터에서는 대화목록이 바로 보입니다.

(모바일알림은 네이버앱알림, 파트너 전용 알림, SMS 알림 등 다양하게 설정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신규 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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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 프로필 셋팅 확인 

대화관리

톡톡은 고객들에게 보여줄 계정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내 매장,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보세요.

(프로필은 신규고객에게는 펼쳐진 상태로 & 기존고객에게는 상단 대화창 프로필명을 눌렀을 때 보여집니다.)

[ PC이용방법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홈 > 기본설정 > 프로필 ]

[ Mobile이용방법 : 톡톡파트너센터 > 톡톡관리 >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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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배너 선택 후
고객이 답변한 모습

3. 상담 요청 배너 만들기 

[PC이용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홈 > 기본설정 > 상담요청배너 메뉴에서 설정 가능] 

대화관리03

상담 시간을 단축시키고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담을 도와줄 리드폼 기능입니다.

법률상담, 병원상담 등 상담 전에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상담요청배너를 이용하세요.

상담요청배너에 필요한 질문과 보기를 간단히 입력해두면, 대화창에 배너가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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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FF 버튼

대화관리03

4. 업무시간 설정 확인 

[ PC이용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홈 > 기본설정 > 상담시간, 채팅알림 ]

[ Mobile이용 : 톡톡파트너센터 > 톡톡관리 > 상담시간설정, 알림설정 ]

상담시간을 설정해두면 상담 외 시간에 부재중메시지(편집가능)가 자동 전송됩니다. 

또한, 시간에 상관없이 계정의 상태를 부재중으로 ON/OFF할 수 있습니다. 

신규메시지에 대한 알림은 네이버앱으로 보내드리며, SMS 추가 설정 시 문자로도 알림이 전송됩니다.

(네이버앱 알림과 중복)

에티켓 시간을 설정해두면 내가 지정한 특정 시간에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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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관리03

5. FAQ  설정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 미리 질문과 답변을 등록해두세요.

고객은 FAQ배너를 눌러 자동으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관리메뉴 중 FAQ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질문과 전송될 답변 텍스트를 셋팅하고 ‘반영하기’를 눌러 완료합니다.

응답 메시지에는 이미지/링크를 함게 첨부하여 풍부한 답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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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말 확인 

* 직접 편집하지 않을 시, 톡톡에서 지정한 고정 문구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대화관리

환영인사 메시지 & 친구추가 감사메시지 

03

환영인사 메시지란 처음으로 대화창을 연 고객에게 자동 1회 전송되는 인사말이며, 

친구추가 감사 메시지는 톡톡친구가 된 고객에게 자동 1회 전송되는 감사말입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인사말을 미리 확인하세요. 

[ PC에서만 가능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홈 > 마케팅관리 > 환영인사메시지, 친추감사 메시지 ]



31

메시지 편집 방법 상세 소개 

환영인사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544342540
친추감사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545151070

대화관리03

환영인사 메시지 친구추가 감사 메시지

7. 각 인사말의 예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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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전용 쿠폰 발급 후 

1

2

3

TIP

스토어 홈에 톡톡친구 쿠폰 노출하는 법
톡톡계정에 스토어팜을 연결한 파트너라면, 스토어팜 파트너센터에서 쿠폰발급부터

노출설정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스토어팜과 전문관이 연동되어있다면 전문관 홈에도 쿠폰이 노출됩니다.)

아래 이용순서에 따라 ‘네이버톡톡 전용 쿠폰’을 발급 후, 팝업창에서 ‘친구추가 감사메시지’를 체크하세요. 

홈화면에 쿠폰이 노출됩니다. 내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쿠폰이 보여져 친구모으기 홍보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이용순서 : 스토어팜 판매자센터 > 혜택관리 > 쿠폰생성(톡톡 전용쿠폰으로 발급할 것) > 

쿠폰정보팝업창 등장 > ‘친구추가감사메시지’ 체크 > 쿠폰첨부 버튼을 눌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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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메시지 보내기 

톡톡친구들이 모이면 이들에게 단체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됩니다.

단체메시지 작성화면에서 보이는 ‘전송 가능 메시지 수’에 따라 발송량이 부여됩니다.

메시지는 보내려는 소식 내용에 맞게  받는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별 / 연령별 / 메시지수신 이력별 / 구매이력별(스토어팜만)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ex. 오피스룩 재고 세일 안내 : 여자 / 30대 / 메시지를 받아본 적 없는 / 한달 내 주문 1건 이상)

마케팅관리04

타겟팅 하는 법 상세 :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549043614

[ PC에서만 가능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홈 > 마케팅관리 단체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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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윈도, 모두 홈페이지 어디에서

친구를 맺건 친구 수가 합쳐지며

각 채널에서도 합쳐진 수 1,000으로 표기됨

친구 수 총 500명친구 수 총 1,000명

계정 A,B를 모두 운영한다고해도  
단체메시지는 1,500명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없음

계정 A 계정 B

친구 수 500명 표기

계정대표

스토어팜
모두

홈페이지 스타일윈도

TIP

단체메시지 수신대상인 톡톡친구 알아두기
톡톡친구들은 계정별로 모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체메시지를 받는 대상도 계정별 친구들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계정에 여러채널을 연결하여 사용중이라면 채널 어느 곳에서 친구추가가 되어도 

계정 한곳과 친구가 된 것이고, 친구 수도 하나로 합쳐집니다.  

반대로, 한사람이 여러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계정A, 계정B와 친구를 합칠 수 없습니다. 

단체메시지 수신도 계정A 친구들과 계정B의 친구들에게 각각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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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쿠폰코드 오프라인 혜택 스토어팜 쿠폰

단체메시지의 특별한 기능, ‘혜택 첨부’하기 

판매전략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 외부사이트 운영자가 이용가능한 온라인 쿠폰코드 만들기 (쿠폰 클릭 > 해당 몰로 이동)

- 오프라인샵 사장님이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혜택 만들기 (쿠폰 클릭 > 지정한 위치의 네이버지도로 이동)

- 스토어팜 판매자가 이용 가능한 페이쿠폰 첨부하기 (쿠폰 클릭 > 다운로드 가능)

마케팅관리04

혜택첨부 하는 법 상세 : http://blog.naver.com/naver_talk/220549062700

[PC이용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 홈 > 마케팅관리 > 단체메시지 > 링크/혜택 설정]



[파트너센터 PC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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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설정과 상담시간설정 외에도 다양한 대화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센터 (http://partner.talk.naver.com)는  PC & Mobile 접속에 따라 아래와 같은 2가지 화면을 제공합니다. 

멤버초대 관리, 통계보기, 자주쓰는 문구 관리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응대효율을 높이세요.

관리점검

톡톡 운영 및 점검하기

05

[파트너센터 Mobile접속화면]

[파트너센터 PC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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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파트너센터에서는 대화통계, 친구현황 통계, 단체메시지 통계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통계에서는 대화 이용자수와 대화가 인입되는 유입경로 비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친구통계에서는 친구 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성별/연령대별 분포도를 제공하여 나의 메인 타겟에 대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통계에선 내가 보낸 광고메시지의 읽음 수를 공개하여 효과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점검

톡톡 통계 참고 

05

[PC이용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 홈 > 톡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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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생성 완료 후 체크리스트 
네이버톡톡 계정생성 완료 후 꼭 확인하세요.

톡톡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필 내용 (프로필명,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등)과 

내가 연결해둔 채널 간의 정보가 상이하면 고객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채널과 톡톡계정간의 

정보가 유사한지 확인하세요. 

예) 톡톡 계정 프로필명은 ‘예쁘다샵’이고 내가 연결한 스토어팜명이 ‘멋지다샵’이라면? 멋지다샵에 들어와 

톡톡버튼을 누른 고객은 예쁘다와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보기에 정보가 다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프로필 내용을 점검하였는가?

계정을 만든 후 응대를 전담할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계정홈 > 멤버관리 에서 초대합니다.(PC, Mobiel 모두 가능) 
초대 방법은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내 수락하는 방법과 간단히 sSMS로 문자초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멤버를 초대했는가?

처음으로 톡톡버튼을 누른 문의고객이나, 톡톡친구를 추가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나가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자동으로 1회발송되기 때문에 미리 문구를 확인하세요. 톡톡파트너센터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정홈 > 마케팅관리 > 웰컴메시지 > 환영인사 메시지&친구추가 감사메시지 확인 )

인사말을 설정했는가?

톡톡을 만들고 알림이 꺼져있으면 신규 대화요청에 바로 응대가 어렵습니다.

톡톡은 고객문의 인입을 '파트너 전용 알림앱'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톡톡파트너 알림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해 두세요.

 

알림 설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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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톡톡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단,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된 회원이어야 합니다.
* 톡톡으로 문의하는 일반 고객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ID로 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FAQ

01.회원가입 조건이 있나요?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아이디라면 어떤 아이디라도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아이디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02.회원가입 전,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어떤 아이디를 써야하나요?

톡톡은 웹기반 메신저로 앱을 깔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입니다. 

물론, PC/모바일 모두 대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메시지 알림은 네이버 앱 푸시알림 및 파트너 전용 알림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3.모바일앱을 깔아야 하나요?

회원가입 후 간단한 프로필을 입력하여 사용신청을 하시면, 기본적인 검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필 정보의 불건정성 및 사업자/단체기관 정보 일치여부 등 간단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검수는 1~3일 정도가

소요되고 검수결과는 회원정보에 등록된 휴대번호로 안내해 드립니다. 

톡톡 파트너센터의 계정 검수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톡톡 계정 사용신청을 마쳤습니다.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회원은  최대 10개까지 톡톡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전략에 따라 유념해주세요.  여러 계정을 만들면, 각 계정에서 

들어오는 대화가 별개로 존재하게 되며, 톡톡친구도 계정별로 각각 모아야 합니다.

05.회원은 톡톡계정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나요?

(가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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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톡톡은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 네이버 서비스(채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필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톡톡 계정에 여러 채널을 함께 연결하세요. 

어디서 문의가 들어오더라도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FAQ

06.여러 네이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2개의 톡톡계정으로 채팅응대를 해야하나요?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관리 홈 > 멤버관리 메뉴에서 '관리자 초대하기' 로 가능합니다.

채팅계정을 함께 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메일 혹은 SMS로 초대장을 발송하세요.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링크를 통해 톡톡 회원인증을 하면 관리자로 소속됩니다.

단, 계정당 초대할 수 있는 최대 멤버수는 100명이며, 7일이내 초대에 응해야합니다.

07.톡톡을 여러 사람이 같이 관리할 수 있나요 ?

새로운 사업자번호라면 먼저 계정대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신 사업자 정보 변경을 원하는 계정의 기본정보 메뉴로 들어가  정보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08.사용하는 계정의 사업자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관리 홈 > 멤버관리 메뉴에서 위임할 관리자의 '마스터 위임' 기능을 선택합니다.  

단, 계정대표가 개인이라면 마스터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권한을 위임하면 계정대표 정보와 채널 관리 권한도 함께 위임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위임할 수 없는 채널은 위임 과정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09.마스터 권한 위임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계정의 '마스터'권한을 가진 사람만 멤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가 멤버제외를  해야하는 관리자의 계정을 '삭제'합니다. 관리자는 다른 관리자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10.톡톡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 중 멤버를 제외하고 싶어요.

(관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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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 다양한 위치에 톡 배너를�노출할 수 있도록�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톡배너를 노출하면, 클릭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 배너사용방법

  PC톡톡파트너센터 > 계정관리 홈 > 노출관리 > 배너사용 > 디자인파일 다운로드 > 배너디자인편집 > 
  배너사용 html 편집 > 원하는 영역에 html 붙여넣기

FAQ

11.톡톡버튼을 원하는 곳에 노출할 수 있나요?

네. 톡톡은 웹기반 메신저로 계정마다 고유한 대화창 주소가 부여됩니다.

대화창 주소는 (talk.naver.com/톡톡계정ID)입니다. 여기서 슬래시 뒤의 톡톡계정ID 는 톡톡에서 자동부여하는 
6자리 영문+숫자 조합의 랜덤 아이디로 계정관리 홈 좌측 프로필 이미지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로 접속하면 해당 계정의 대화창이 열립니다.

12.내 대화창에 URL주소가 있나요?

아니요. 톡톡은 고객이 먼저 톡톡버튼으로 대화요청이 들어온 후 대화가 시작됩니다.

13.고객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나요?

고객은 채탕방 나가기가 가능합니다. 채팅방을 나가면 고객에게는 모든 대화내역이 삭제됩니다.  

반대로 파트너의 경우, 채팅방 나가기를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채팅방을 나갈 수 있나요?

‘에티켓모드’로 알림을 받고싶지 않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맞춰 알림을 활용해보세요.

* 에티켓모드 설정방법

  1) PC에서 설정  : 톡톡파트너센터 > 계정선택 > 계정관리홈 > 기본설정 > 채팅알림 > 에티켓 설정 

  2) Mobile에서 설정 : 톡톡 파트너센터 > 계정선택 > 톡톡관리 > 알림설정 > 에티켓 시간 설정

15.특정시간에 알림을 받고싶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

(대화편)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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