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계정 만들기
먼저 카카오계정을1개만들고 희망몰갯수만큼의

비즈계정과 몰가입을 진행 합니다.



카카오톡스토어접속

https://store-sell.kakao.com

에 접속합니다.

톡스토어 가입하기 클릭

https://store-sell.kakao.com/


카카오쇼핑회원가입

회원가입 텍스트를 클릭



카카오계정가입하기

카카오계정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



카카오계정만들기

이메일이 있습니다.버튼을 클릭합니다.



약관동의

약관동의후 동의버튼 클릭

필수사항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계정정보입력

가지고 계신 이메일 주소와 사용하실 
비밀 번호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닉네임은 몰하고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계정 닉네임 입니다.



카카오계정완료

카카오 계정이 생성 되었습니다.

이제 비즈계정을 만들겠습니다.

몰 하나당 비즈계정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몰 10개를 운영하려면 비즈계정 
10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엑셀에 계정정보를 
메모하세요

시작하기버튼을 클릭하세요



비즈계정 만들기
몰갯수만큼의 비즈계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정보등록

앞선 카카오계정에서는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즈계정센터에서 인증된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카카오 Biz계정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필요서류안내팝업창

개인사업자일경우 꼭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은 잘 안됩니다.

받으실때 용도를 물어봅니다.

톡스토어가입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기

방급 받으신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만 동의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필요하시면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버튼을 클릭

합니다.



Biz계정센타 약관동의

약관동의 후 다음버튼 클릭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비즈계정정보입력

★중요★개인정보마스킹 반드시 꼭

개인정보마스킹하지  않고 등록서류  올리면  허가가  나지 
않고 반려됩니다 .반드시  개인정보를  이미지툴로  
덮어씨우거나  지우신  후 올려주세요

모든정보  꼼꼼히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개인정보마스킹을 해야할 항목★



개인정보마스킹

중요해서 예제를 하나 넣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부분을

예제와 같이 마스킹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정보입력

대표자 성함 인증을 받습니다.

정보기재 후 다음버튼 클릭



비즈계정 가입완료
카카오계정에 이어 비즈계정까지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비즈계정1개당 
몰1개입니다.

다음버튼 클릭합니다.



비즈계정 검수중
여기서 추가버튼 누르지 마세요

그냥 창 끄고 

톡스토어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https://store-sell.kakao.com/

이제부터 비즈계정 받으신 것으로 
몰가입하겠습니다.

https://store-sell.kakao.com/


몰가입하기
비즈계정으로 톡스토어에 입점합니다.



톡스토어 몰생성
https://store-sell.kakao.com/

로 접속합니다.

아까는 톡스토어가입하기 눌러 가입을 
하셨는데요 인제 비즈 계정까지 
만드셨으니까

로그인버튼을 누르겠습니다.

https://store-sell.kakao.com/


톡스토어 가입하기
여기서 톡스토어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선물하기는 조건과 자격이 그리고 
카카오에서 제안받고 심사하는 
부분이라 신청 못하십니다.



이 팝업 또 나옵니다.

무시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약관동의

약관동의 하시고 필요사항 기재 후 넘어기시면 
됩니다.

다 넘어가시면 가입요청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 뜨면서 첫번째 몰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3일-5일 기다리면 가입승인이 납니다.

톡스토어에서 가입승인 됬다고 친절하게 
안내같은거 안하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세요



두번째몰생성
비즈계정을 하나 더 가입해서 두번째몰을 만듭니다.



두번째몰 생성
첫번째 몰까지 생성 하셨습니다.

이제 두번째 몰을 생성 하겠습니다.

두번째몰 생성방법으로 계속해서 몰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인데 하루에 19개까지는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개 생성할때 과도한..등등 메세지 
뜨는 것 봤습니다.

톡스토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버튼클릭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번째몰 가입
미리 만들어 놓은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메일은 구글이메일(지메일)로 하는 
것이 여러게 만들기 용이 합니다.

한 개의 휴대폰번호로 하루에 
3개~5개정도 가능합니다.

지인 휴대폰번호로 여러개 가능하며 
사용되어진 폰번호도 1일~3일정도 
있다 또 만들어 집니다.

이메일이 있습니다.클릭 합니다.



계정정보입력

계정정보 입력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지메일사용시 만들때 사용된 
휴대폰번호의 소유주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번호는 단순하게 메일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가입완료

비즈계정 추가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정로그인

지금 만드신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사업자등록정보 등록

카카오 Biz계정센타 바로가기 클릭



입점안내

확인버튼 클릭



비즈계정 로그인
방금 만드신 비즈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클릭



약관동의

동의하고 다음클릭



파트너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이 링크 클릭
파란색 “이 링크”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후 다음단계로 
클릭



사용자 정보 입력
이름에 바로 안써집니다.

인증받기 눌러서 인증받으면 
자동기입됩니다.

내용 입력 후 다음버튼 클릭



비즈계정 추가완료
다음버튼 클릭



비즈계정완료

창을 닫습니다.



몰가입

몰가입을 위해서

https://store-sell.kakao.com/ 에 접속

계정정보가 캐쉬에 남아서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안되있으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https://store-sell.kakao.com/


몰가입하기

여기부터는 아시죠^^



서류안내팝업

확인버튼 클릭



약관동의

동의체크하고 다음버큰 클릭



몰정보 기재
상점명과 부가세유형 통판신고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몰정보 기재
오너클랜상품 취급시 반품지와 
출고지가 공급사에 따라 모두 
틀립니다.

그러나 택배사는 정해야 넘어가므로 
일단은 본인이 거래하는 택배사나 
없으면 아무거라도 눌러야 넘어갑니다.

정산계좌는 입금 받으실 계좌입니다.



몰정보 기재
배송비계좌와  전산계좌가  동일하면  오른쪽위에  “위와 
동일합니다 .”클릭 하면 됩니다 .

스토어명는  한번 만들면  변경 안됩니다 .

스토어명은  고객에게  노출되는  중요정보이므로  이쁘게  
만드세요

프로필이미지  또한  고객이  보게되는  정보입니다 .

만드실  몰 갯수 만큼 640x640사이즈로  프로필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스토어  소개도  고객이  보는 정보입니다 .

스토어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수정가능  합니다 .



가입요청완료

두번째몰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세번쩨 네번째 몰을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몰 입점대기
입점대기상태에서 3일~5일정도 후에 
입점대기라는 상태값이 관리하기라는 
버튼으로 바뀌면 입점처리가 승인완료 
된 것입니다.

톡스토어 에서는 이걸 안알려줍니다.

본인이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