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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점관리 (상품분류 및 상품등록관리) 
1) 상품분류설정관리 

- 카테고리 등록은 상점관리를 클릭하면 중앙부분과 왼쪽 메뉴부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그만 네모박스 안에 카테고리명을 입력하신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

든 카테고리가 대카테고리( 1차 카테고리 )가 되는 것입니다. 

 
- 하부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를 만드실 때에는 하부가 들어갈 1차 카테고리를 클 릭하신 

후 중앙부분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하부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신 후 오른쪽 끝에 나오는 입

력란에 하부 카테고리 이름을 넣으신 후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하부 카테고리 만들기 화면 ) 

- 카테고리 생성 : 카테고리는 무한생성 가능합니다. 

*카테고리의 단계는 1차, 2차, 3차 등 무한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표현 : 상점관리의 왼쪽에 카테고리 리스트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카테고리 우측의(숫자)는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개수를 표현해줍니다. 

*카테고리 단계별 계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윈도우 메뉴와 비슷함) 

- 카테고리의 이동 : 카테고리가 표현되는 왼쪽메뉴에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

리가 상하로 자유로이 이동합니다. (1차 카테고리만 가능) 

- 카테고리 삭제 : 원하는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주의)카테고리를 삭제할 경우 해당 카테고리에서 삭제버튼을 체크 하시고 우측에 

생성되는 DELETE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카테고리내의 모든 상품정보가 삭제됩니다. 

 

- 상품리스트 : 상품에 대한 간략정보가 나타나며 상품번호, 상품명, 메인 상품, 상품 코드, 

재고량, 가격, 개별포인트, 재고연동여부, 사진등록여부 등을 표현합니다. 상품번호는 “관련

상품 등록하기”에 사용 됩니다. 

* 리스트에는 상세보기/수정하기, 삭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품등록 및 수정 

- 신상품등록 :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는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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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오른쪽 메인에 상품리스트가 표현되고 리스트 우측상단에 “신상품등

록” 버튼이 있습니다. 

< 상품 등록 하는 법 > 

1.

 
<상점관리>페이지에서 등록할 카테고리분류를 좌측메뉴에서 찾아 클릭한다 

2.

 
해당 카테고리리스트페이지가 출력되면 리스트 상단에 있는 <신상품등록>을 클릭한다. 

3.

 
신상품등록페이지에서 각 등록항목을 기입하여 저장하면 신상품이 등록됩니다. 

 
< 상품등록 화면 > 

*상품명: 상품이름을 등록합니다.(쇼핑몰 첫 메인과 상품 리스트에 출력) 

*브랜드 설정 : 별도로 브랜드관리에서 설정된 브랜드 중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여 설정함. 사용자

페이지에서는 브랜드리스트의 해당 브랜드페이지에 상품이 출력됨. 

*상품 재고량: 해당 상품의 재고량을 숫자로 등록합니다. 

*재고연동여부: 상품에 대한 개별 재고 연동 여부를 체크 합니다. (재고연동여부에 “연동함” 라

디오버튼 체크하면 주문 등이 이루어질 때 재고량의 변동이 적용됨) 

*상품출력 우선 순위: 카테고리를 클릭 시 출력되는 상품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100까지 중 기입하며, 숫자가 클수록 앞순위로 출력됩니다.) 

*제조/판매원: 상품의 제조/판매원을 등록합니다. 

(쇼핑몰 첫 메인과 상품 리스트에 출력) 

*입점업체: 상품을 등록 의뢰한 업체 명을 등록합니다. (예 - 코소넷) 만약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

셔도 되며,기재하지 않으면 항목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품규격: 판매할 상품의 판매규격이라 할 수 있는 용량,중량 등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규격을 

등록합니다. ( 예 – 500g , 1kg, 2돈, 100ml, EA 등 ) 

*상품코드: 상품을 구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품코드를 등록합니다. 예) A0001  

*상품재질: 고객에게 제공할 상품에 대한 재질정보를 등록합니다. 예) 소가죽, 레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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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등록 화면 > 

*사용자선택: 상품을 설명할 기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색상선택 및 사이즈선택 그리

고 기타 옵션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만약 옵션선택에 따라 상품가

격이 변동된다고 하면, 아래의 다중가격설정기능을 이용하여 옵션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정방법 – 왼쪽부분은 옵션종류이름을 기입하고 오른쪽 부분은 해당 옵션의 선택항목들을 기입하

는데 각 항목의 구분은 쉼표(,)로서 설정이 됩니다.  (예 - 색상선택-> 블루,블랙,레드 / 사이즈

선택 -> 44,55,66,77  / 경품선택 -> 가방,손수건 등 ) 

*상품가격: 상품의 가격을 등록합니다. (단순가격, 다중가격) 

◆ 단순가격표시 : 단순하게 시중가격과 할인판매 가격을 적용하여 표시합니다. 

                 (예 – 50,000원 → 45,000원) 

◆ 다중가격표시 : 다중가격표시에 체크를 하는 경우는 우측 항목의 기입란에 가격이름과 가격을 

일대일 대응하여 차례로 기입합니다. 반드시 항목과 가격추가 시에는 엔터키( )로 칸을 바꾸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중가격 항목이름 

침구세트(대) 

침구세트(중) 

침구세트(소) 

항목별 다중가격 

220000 

200000 

180000 

 

(ex: 침구세트(대) -> 220000 , 침구세트(중) -> 200000 , 침구세트(소) -> 180000) 

 



*상품 중간사진: 상품을 표현할 중간사진을 등록합니다. (크기 : 300 X 300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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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등록 화면 > 

*제품간단설명: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등록합니다. (쇼핑몰 메인 페이지 출력) 

*메인출력상품리스트에 상품연결 등록기능 

 - 메인출력-그룹1~4까지 yes / no 의 선택으로 메인페이지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적용정책: 상품에 대한 전체 및 개별 포인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개별 포인트: “개별 포인트 적용”일 때 사용가능하며 해당상품만 적용 됩니다. 

 

 
< 신상품 등록 중 관련상품 설정 화면 > 

*상품 큰 사진: 상품을 표현할 큰 사진을 등록합니다. (크기 : 400 X 400 픽셀) 

*상품 작은 사진: 상품을 표현할 작은 사진을 등록합니다. (크기 : 120 X 120 픽셀) 

*추가상품보기에 출력되는 이미지는 모두 4종류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품: 상품에 대한 관련 있는 상품들을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현함으로써 구매자에게 판매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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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데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ex: 노트북 상품을 등록할 때 마우스, 가방... 등의 상품들을 

“관련상품등록”하기로 등록함. 

 
< 관련상품 출력 화면 > 

(주의1: 관련되는 상품을 선택 후 오픈 창 맨 하단의 적용을 누르셔야 합니다.) 

(주의2: 관련되는 상품은 제품 상세페이지에 3개까지만 등록 됩니다.) 

(주의3: 관련되는 상품은 3개까지만 나타납니다. - 상품번호 기준) 

*상품상세설명: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등록합니다. (text, html 중 선택하여 등 록을 해야 

합니다.) 

 
(상품 상세설명 부분 입력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