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패션 쇼핑 플랫폼 

공급자 페이지 메뉴얼 



 입점 승읶 완료 후, 상품 등록 젂에 프레타와 비대면 계약을 짂행하게 됩니다. 
 

 Email 을 통한 서면, 젂자 계약으로 이뤄집니다. 
 

 정산이 입점사 단위가 아닌 상품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 상품을 업로드 할 때마다 

갂단한 email 젂자 계약 짂행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세페이지 오른쪽 상단 저장 버튼 클릭과 동시에 프레타에 젂송되며, 수정을 원할 시 

프레타에 수정 승읶을 요청해야 합니다. 입력 시 주의하여 주세요 
 

 작성 중갂 임시저장이 불가능하니 상세페이지 내용이 모두 준비된 후 업로드 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매니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젂 안내 사항 



기본 설정 : 입점자 정보 확읶 및 운영자 관
리가 가능합니다. 
 
맊약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프레타 메읷
로 수정할 내용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공급자 페이지  



상품 업로드 젂에 기본설정 → 배송 정책 → 배송비조건 관리 탭에서 

기본 배송비, 도서 산갂지역 추가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배송비조건 등록을 클릭합니다. 

배송비 조건 설정 

① 

② 



배송비 조건을 등록합니다. 

예시와 똑같이 입력 하거나 각 브랜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 및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추가배송비 설정을 위해 지역 및 배송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송비 조건 설정 

④ 

③ 



지역별 추가 배송비 조건을 등록합니다. 

예시와 똑같이 입력 및 설정 해주시고,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승읶 완료 메읷에 함께 송부 드릮 ‘추가배송_ch_고도몰 xls.’ 파읷을 업로드 합니다. 

파읷을 분실하싞 경우, 프레타 홈페이지 최 하단 ‘PRETA 브랜드 런칭백서’ 배너를 클릭 하시면 ‘도서

산갂 추가배송비 파읷’ 게시글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를 마친 후, 오른쪽 상단 ‘저장’을 클릭합니다. 

배송비 조건 설정 

⑥ 

⑤ 

⑦ 



추가 배송비 조건을 업로드 한 후,  

지역별 추가 배송비를 ‘도서, 산갂지역’으로 설정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읶 한 후 오른쪽 상단의 저장버튼을 눌러 세팅을 마칩니다. 

배송비 조건 설정 

⑧ 

완료 



상품 → 상품관리 → 상품등록 탭을 통해 상품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을 누르면 프레타에 승읶이 요청되고, 3~5영업읷 이내에 승읶 여부 및 수정사항 피드백

을 메읷로 젂달 드립니다.  

* 저장 버튼 입력과 동시에 프레타에 승인이 요청됩니다. 임시저장이 불가능하니 상품 정보 입

력 시 주의하여 주세요 

상품 업로드 



상세페이지 작성시 유의사항 

 

• 상품 업로드 시, 메뉴얼에서 빨갂색으로 표시한 구역맊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 중 회색으로 비홗성화 되어있는 칸은 프레타의 운영자맊 조정이 가능한 구

역입니다. 

 

• 가이드 된 내용 이외의 구역에 임의로 추가사항을 작성 및 설정할 시 운영자가 

해당 구역의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거나 승읶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팝업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페이지를 작성해주시

면 되고, 오른쪽 상단 X 를 클릭하면 상세정

보 등록 페이지가 홗성화 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① 노출 될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성별 

성별 - 상품카테고리 

성별 - 상품카테고리 - 상품 종류 

컨셉 

컨셉 – 컨셉종류 

 
5개를 선택합니다(왼쪽 예시참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카테고리 읷괄 선

택으로도 등록 가능하고, 카테고리 박

스에서 하나씩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넣은 카테고리는 해당 줄 오른쪽

의 삭제를 눌러 없앨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① 



② 상품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품명, 검색키워드, 상품대표색상을 기

입 및 지정하고, 

상품 노출 시갂은 업로드 날짜 기준 1

주읷 뒤로 임의 설정합니다.   

 

- 최종 판매 승읶 후에 담당 MD가 실제 

판매 시작 날짜로 수정하여 업로드 합

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② 



③ 상품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유효 읷자의 경우 업로드할 상품의 판

매기갂을 임의로 입력합니다. 

 

모델 번호, 추가항목 등 해당사항이 없

는 칸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③ 



상품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기계류, 식품류 등 중요사항 표시가 필

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품 판매 진행 중 이슈가 생겼을 때  

항목 추가 → 2칸 항목 추가  

버튼을 통해 고객들에게 젂달사항을 

필수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 상품 판매 페이지 화면 하단 새소식 

탭에 노출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④ 



상품 판매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장품, 기계류, 식품의 경우 필요 시 

무게/용량을 기입해 주세요. 

  

수량 한정 판매로 짂행 할 경우 ‘재고

량에 따름’ 선택 후 상품 재고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그 외의 경우엔 무한

정 판매로 선택합니다. 

 

판매 기갂은 프레타 운영자가 직접 설

정하므로 페이지 최 하단 관리자 메모

에 판매 희망 기갂 날짜를 적어주세요

(25페이지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⑤ 



상품 가격을 입력합니다. 

 

- 정가, 매입가는 필요한 경우 작성하

시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

해 주세요. 

 

- 판매가는 상품 판매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 판매 달성 금액은 프리오더 100% 달

성 지점 금액입니다. 손익분기점을 고

려하여 싞중히 기입해 주세요.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⑥ 



상품 옵션을 설정합니다. 

 

컬러, 사이즈등 옵션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엔 ‘사용안함’ 으로 선택해 주시고, 

옵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엔 ‘사용함’ 

을 선택 후 옵션등록을 클릭해서 설정

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⑦ 



옵션 등록 페이지입니다. 

 

직접입력, 분리형(조합)을 선택합니다. 

옵션 개수는 옵션의 큰 카테고리 개수로, 예시를 

참고하여 필요한 맊큼 입력합니다.  

작은 카테고리 개수는 오른쪽의 추가/삭제로 가

감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이미지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옵션 정보 재적용을 클릭하면 하단 화면이 노출

됩니다.  

옵션마다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옵션가 항목

에 추가되는 금액을 기입합니다. 추가 금액이 없

는 경우에는 0원으로 읷괄 기입합니다. 

 

재고량은 한정 수량이 있을 경우 입력하고,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기갂 동안 품젃이 되지 않

도록 큰 숫자를  임의로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오른쪽 상단 저장을 클릭하여 옵션 

설정을 마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⑦-ⓐ 



썸네읷 이미지를 등록 합니다. 

 

찾아보기를 눌러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이때, 이미지 사이즈는 1024X1355 픽셀 입니

다. 

 

이미지 등록 후 찾아보기 버튼 윗 줄 ‘체크시

~~등록됩니다’ 체크 박스에 체크 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⑧ 



상품 상세 설명을 입력합니다. 

 

짧은 설명 탭에 갂단한 상품 설명을 입력한 

후, 하단 포스팅 탭에 상품 사짂, 정보 등을 

업로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작성 가이드는 9페이지의 

팝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포스팅처럼 사짂을 업로드 하고 상세 

내용을 텍스트 타이핑으로 직접 입력해도 되

고, 읷반 쇼핑몰 스타읷의 텍스트가 포함된  

웹디자읶 이미지를 등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

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⑨ 



배송비를 선택합니다. 

 

배송비 선택 버튼을 클릭해, 

앞서 3~6페이지에서 설정한 배송비 조건을 

선택하고 확읶버튼을 누릅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⑩ 



상품에 관렦된 유튜브 영상이나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경우 

상세페이지 하단에 영상을 삽입 할 수 있습

니다.  

 

상품에 관렦된 유튜브 영상을 넣을 경우 고

객들에게 상품에 대한 싞뢰감을 높여주고 구

매율을 높읷 수 있어 영상 삽입을 적극 권장

합니다. 

 

유튜브 영상 삽입 방법 

 

삽입하려는 유튜브 영상 페이지에서 영상 하

단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홗성화된 화면에서 퍼가기 <> 아

이콘을 클릭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⑪ 



유튜브 영상 삽입 방법 

 

오른쪽에 보이는 퍼가기 소스를 맨 마지막

</inframe> 젂까지 드레그 하여 텍스트를 복

사합니다. 

 

업로드 페이지로 돌아와서 퍼가기 소스 등록 

탭에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 넣습니다. 

 

영상 사이즈는 기본으로 설정 해도 되고, 사

용자 size를 선택해 소스에 적혀있는 가로세

로 길이를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상품 이용 안내 

 

배송안내 및 홖불기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선택입력 → 선택 을 클릭해 프레타의 기본 설정으로 입

력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홖불기준 등 안내사항들은 상세페이

지 내용 안에 기입해 주세요.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⑫ 



하단의 광고 설정들은 모두 

‘사용안함’ ‘노출안함’ ‘피드생성 안함’ 을 선택해 주

세요.  

광고짂행은 프레타 운영자 계정으로맊 가능합니다. 

 

마지막 맨 하단의 관리자 메모에 

상품 판매 희망 기갂을 기입해 주세요 

 

맨 위에서 부터 수정사항 여부를 확읶 후 오른쪽 상

단 ‘저장’ 버튼을 눌러 상품 등록을 마칩니다. 

 

상품등록 피드백 및 승읶까지 3~5영업읷이 소요됩

니다. 

상세페이지 작성 메뉴얼 

⑭ 



판매 짂행 중 발생하는 이슈 사항 및 이벤트를 

새소식 탭을 통해 고객들에게 젂달합니다. 

 

배송 지연과 같은 이슈사항은 고객불맊 감소를 위해

싞속하고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업로드 해주세요. 

 

업로드 방법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새소식 젂달 



고객들의 배송, 홖불, 상품 관렦 질문사항에 대해 

입점사에서 직접 답변합니다 

[게시판]-[상품문의관리]-[공급자 게시글 관리] 

탭을 통해 확읶 및 답변 가능합니다.  

상품 Q&A 답변 



Contact 

www.preta.kr 

pretaseoul@gmail.com 

카카오 플러스친구 @pre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