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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파트너 가입하기

https://spc.tmon.co.kr/member/selectPartnerTpFrm

1.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클릭

27-1p



1. 배송템플릿 생성 클릭

27-2p



1. 무료배송 설정하기

1) 묶음배송여부 : 묶음배송 미적용

2) 배송템플릿 명 : 무료배송 (공백없이)

3) 배송유형 : 예외발송

4) 상품유형 : 주문 후 발주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공백없이 똑같이 입력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3p



1. 무료배송 설정하기

1) 배송비정책-> 무료 체크 / 추가 3000 

2) 제주/도서산간 배송->가능 , 결제기능 제공 체크

- 제주도 5000 , 제주 외 도서산간 6000

3) 티몬반품 지정택배 : 불가능

4) 배송방법 : X

5) 배송지주소 입력

6) 반품/교환주소 입력

5) 등록

27-3,2p

6000 8000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배송템플릿 생성 클릭

2. 배송비 2500원 설정방법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4p

1) 묶음배송여부 : 묶음배송 미적용

2) 배송템플릿 명 : 2500 (공백없이)

3) 배송유형 : 예외발송

4) 상품유형 : 주문 후 발주

5) 배송비정책-> 선결제 2500

6) 제주/도서산간 배송 > 가능 , 결제기능 제공 체크

- 제주도 5000 , 제주 외 도서산간 6000

7) 티몬반품 지정택배 : 불가능

8) 배송방법 : X

9) 배송지주소 입력

10) 반품/교환주소 입력

11) 등록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3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3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3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5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35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35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35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6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4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4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4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7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45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45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45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8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5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5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5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9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6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6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6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10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8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8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8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11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10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10000 (수정하기)

2) 배송비정책 >선결제 체크 , 10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12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해외 배송비 5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해외5000 (수정하기)

2) 상품유형 그룹

3)   배송비정책 : 선결제 체크 , 5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13p

* 나머지는 같습니다.



주문관리 > 배송템플릿 관리 > 2500 체크하여 배송템플릿 복사 클릭

3. 배송비 해외 배송비 10000원 설정방법

1) 배송템플릿 명 : 해외10000 (수정하기)

2) 상품유형 그룹

3)   배송비정책 : 선결제 체크 , 10000 (수정하기)

3) 등록

※ 주의사항

배송템플릿 명 기재된 데로 똑같이 적어야 오토샵 상품등록 됩니다.

27-14p

* 나머지는 같습니다.



1. 아토즈 홈페이지 > 오토샵 설정

2. 티몬 정보입력 > 티몬정보 저장 클릭

27-15p



1. 티몬>상품등록>판매가 설정

2. 마진률 설정

-티몬 카테고리별 수수료는

자동 포함되어 상품등록 됩니다.

순수 마진률만 입력하세요. 

(부가세 별도)

-판매가 설정 1번~10번

설정 자유 입니다.

참고하여 설정해 주세요.

미설정시 마진률로 등록됩니다.

3. 설정저장 클릭

오토샵 로그인

27-16p



1. 티몬>상품등록>등록 카테고리

2. 1차 카테고리 선택>등록하기

1차만 등록해도 됩니다. 
총 9개의 카테고리 등록해 주세요.

3. 설정저장 클릭

27-17p



1. 티몬>상품등록>상품등록

2. 아토즈 상품등록된 날짜

2019-4-20일 부터 상품등록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기간설정해 주세요.

3. 제휴채널 등록여부?

네이버, 다음 등 제휴채널 등록됩니다.

체크하여 등록시 2% 더 포함되어 등록됩니다.

4. 설정저장 클릭

5. 인증번호 로그인 체크 > 상품등록 클릭

※ 티몬 상품 등록갯수 제한없이 계속등록

가능합니다.

27-18p



1. 티몬 > 품절/재입고/가격변경

2. 품절/재입고/가격변경

인증번호 로그인 체크>시작

3. 자동 도매가인상,인하

인증번호 로그인 체크>시작

※ 품절,재입고,가격변경

자동화 처리 됩니다.

27-19p



1. 자동 송장입력

티몬 자동 송장입력>시작

상품 발송시 티몬과

연동되어 자동송장 처리 됩니다.



1. 티몬 > 주문

2. 결제완료 검색시

주문들어온 상품 검색됩니다.

3. 신규주문 전체 주문확인 으로 변경 클릭

4. 아토즈 상품열기 클릭

27-21p



1. 주문 상품이 검색됩니다.

이미지나 상품명 클릭해 주세요.

27-22p



1. 옵션 및 수량 확인하여 구매하기 클릭합니다.

27-23p



1. 배송정보 자동입력 클릭합니다.

(주문자 정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7-24p



1. 전액사용 클릭

2. 결제하기 클릭시 주문완료 됩니다.

27-25p

* 개인전용 계좌로 적립금 충전시

2초이내 자동적립처리 되며

영업시간기준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1. 결제완료 클릭하면 주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문상태 > 전체 >조회하기 클릭시 모든 주문건

확인 됩니다. 

27-26p



< 적립금 충전 방법>

1. 판매사 메뉴 > 적립금 충전/사용내역

2. 전용 계좌번호 부여받기

( 계좌번호 생성됩니다. 

전용계좌 입금시 2초 이내 적립처리 됩니다.)

※ 적립금 충전금액

평일기준 당일 세금계산서 발행 됩니다. 

27-27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