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임베드�채널]�파트너�가이드�(v.1.4)

파트너의�채널을�웹임베드�채널로�적용하는�방법�및�절차에�대해�안내하는�가이드�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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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웹임베드�채널�소개

1)�웹임베드�채널�정의

웹임베드�채널이란,�파트너가�보유하고�있는�웹페이지를�채널에�임베디드하는�새로운�채널�유형입니다.

파트너의�상품,�프로모션과�같은�자산을�운영�비용없이�가장�잘�보여줄�수�있고�가입�및�구매 정보�등의

접근성을�크게�개선할�수�있습니다.

웹임베드�채널을�활용하면�5천만�카카오톡�사용자가�내�서비스를�별도의�앱�설치�없이�이용할 수�있게

됩니다.

2)�웹임베드�채널�구성

웹임베드�채널은�상단 네비게이션과 하단�본문영역으로�구분됩니다.

2.1)�네비게이션�(Navigation)

네비게이션은�카카오톡�채널�고유의�기능과�요소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주요기능/요소 설명�/�가이드

기능/요소 (필수)�프로필사진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에�등록한�프로필�이미지�노출

해당�영역�터치�시�첫화면으로�이동

(필수)�채널추가/차단�버튼 채널을�추가하지�않았거나,�차단한�사용자에게 분기처리하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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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채팅하기�버튼 채팅방으로�이동을�지원하는�버튼

*기능버튼�설정�시,�채팅방�이동�아이콘�미노출

(선택) 기능버튼 임베드�채널에서만�제공하는�기능버튼�(채팅하기�버튼�대체)

*기능버튼�적용을�희망하는�경우�노출을�희망하는�기능버튼과�URL을

사전에�전달해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 2.1.1)�더보기�화면과�기능버튼 부분을�확인해주세요.

(필수)�더보기�버튼 채널�고유�기능으로�구성�(친구에게�전달,�URL복사,�채팅방�이동,�쿠폰

등)

*더보기는�두가지�유형�중�택1�가능합니다.�(바텀시트형,�전체페이지형)

*자세한�내용은 2.1.1)�더보기�화면과�기능버튼 부분을�확인해주세요.

(필수)�뒤로가기�버튼 채널�내에서�페이지�이동이�발생하는�경우�좌측�상단에서�지원

(2.1.1)�더보기�화면과�기능버튼

웹임베드�채널에서의�더보기�화면과�기능버튼은�다양한�옵션값을�제공하며,�내�서비스의�사용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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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더보기�화면�(바텀시트형,�전체페이지형)

웹임베드�채널에서는�더보기�화면을�두가지�유형으로�(바텀시트형,�전체페이지형)�제공합니다. 선택하는

더보기�화면에�따라�더보기�‘아이콘'�또한�달라집니다.

가)�더보기�화면�유형�>�바텀시트형 (기본)

- 웹임베드�채널에서�기본적으로�제공하는�더보기�화면�유형입니다.

- 바텀시트형�더보기를�선택하는�경우�더보기�아이콘은�‘...’�으로�노출됩니다.

- 바텀시트형�더보기의�경우�별도의�개발�작업이�필요�없습니다.�더불어�채널에서�발행한�쿠폰이

더보기에도�노출되며,�쿠폰�생성시�더보기�아이콘과,�쿠폰�아이콘에는�‘빨간점'이�생성되어 사용자의

프로모션�유입을�더욱�늘릴�수�있습니다.

나)�더보기�화면�유형�>�전체페이지형

- 서비스에서�자유롭게�개발/구성�할�수�있는�더보기�화면�유형입니다.

- 전체페이지형�더보기를�선택하는�경우�더보기�아이콘은�‘햄버거�아이콘'으로�노출됩니다.

- 더보기�버튼을�터치했을�때�서비스에서�연결시키고�싶은�페이지로�자동�랜딩되는�구조입니다.

- 파트너는�더보기�페이지를�직접�개발/구성�해야하며,�페이지�URL을�함께�전달해주셔야�합니다.

- 전체페이지에는�‘자유배치'영역과�‘필수배치'�영역�2가지�영역으로�구분하며,

자세한�내용�및�디자인�가이드는 6.�별첨 부분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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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능�버튼�(선택�기능입니다.)

채널에서는�웹임베드�채널에�적용할�수�있는�15개의�다채로운�아이콘을�제공하며,�파트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내�비즈니스에�어울리는�맞춤형�채널을�구성하고�주요�기능을�잘�보이는�곳에�노출 함으로서

사용자의�액션을�더�적극적으로�유도�할�수�있습니다.

- 기능버튼을�누르면�파트너가�미리�세팅해�둔�페이지로�연결되는�방식입니다.�노출을�희망하는 경우,

사전�세팅을�위해�희망하는 아이콘과 랜딩�할�URL을�카카오�담당자에게�전달해�주셔야�합니다.

- 기능버튼을�사용할�경우,�헤더에�노출하던�[채팅하기]�버튼을�대신하여�[기능버튼]이�노출됩니다.

채팅하기�버튼과�기능버튼의�중요도를�고려하시어�기능버튼/채팅하기�버튼�중�택�1을�해주세요.

- 특히,�15번�[채널�레버리지]�기능버튼은�채널이�보유한�‘소식(포스트)’�및�정보들을 노출하고�싶은

경우�사용하는�기능버튼입니다. 해당�버튼을�누르면,�‘기존�채널의�정보와�콘텐츠'를�그대로

보여주는�새로운�View가�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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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내가�관리하는�웹임베드�채널이�‘보드�탭'을�사용하고�있다면,�웹임베드�채널�헤더에서 [채널�레버리지]

기능�버튼이�자동으로�노출됩니다.

▲ 보드�탭이란? 카카오톡�채널을�기반으로�하는�카카오톡의�신규�서비스�‘카카오�뷰'가 8월�3일�오픈됩니다.

‘카카오�뷰'란,�자신만의�관점으로�콘텐츠를�큐레이션�할�수�있는�서비스이며,�콘텐츠의�단위를 ‘보드'로

칭하고�있습니다.�카카오톡�채널에서는�신규�탭인�‘보드�탭'을�제공하며�해당�탭에서�‘보드'들을 노출하게

됩니다.

보드�탭에�대한�자세한�내용은�채널�관리자센터�공식�공지사항을�통해�확인�해보세요. [공지사항 바로가기]

<NOTE>

- 기능버튼은�필수�기능이�아니며�선택�기능입니다.

- 기능버튼을�사용할�경우,�헤더에�노출하던�[채팅하기]�버튼을�대신하여�[기능버튼]이�노출됩니다.

채팅하기�버튼과�기능버튼의�중요도를�고려하시어�기능버튼/채팅하기�버튼�중�택�1을�해주세요.

- 기능버튼�노출을�희망하는�경우,�사전�세팅을�위해�적용을�희망하는 아이콘(넘버/아이콘명)과 랜딩�할

웹URL을�카카오�담당자에게�전달해�주셔야�합니다.

- ‘보드�탭'을�사용하는�경우,�[채널�레버리지]�기능버튼이�자동으로�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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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본문�(Body)

본문에는�Webview가�사용되며,�파트너가�보유한�웹페이지가�그대로�보여집니다.

⚠�단,�아래�2가지�케이스의�사용자에게는,�보유한�채널을�웹임베드�홈으로�전환하였더라도 웹임베드�홈이

아닌�기본형�홈로�보여지게�됩니다.

● 사용자가�카카오톡�하위버전(9.3.0�미만)을�사용하고�있는�경우�(이미지�좌측)

-�웹임베드�홈의�기능이�반영된�카카오톡의�앱�버전보다�하위의�버전(9.3.0�미만)을�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보유한�채널을�웹임베드�홈으로�전환하였더라도�기본형�홈이�보여지게�됩니다.

● 사용자가�외부브라우저에서�채널�URL로�채널홈에�진입하는�경우�(이미지�우측)

-�외부브라우저에서�채널�URL(ex.�www.pf.kakao.com/abcd)을�입력하여 채널홈�모바일웹

버전으로�진입하는�경우,�웹임베드�홈이�아닌�기본형�홈으로�보여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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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웹임베드�채널�주요기능

웹임베드�채널�내에서는�다음과�같은�기능을�제공합니다.�아래�기능을�통해�파트너는�카카오톡 사용자를�내

채널의�구독자로�유도할�수�있으며,�사용자는�파트너의�웹페이지를�보다�쉽고�편하게�탐색할 수�있게�됩니다.

3.1)�주요기능

● (3.1.1)�테마�유형�제공�(3가지)

파트너의�웹페이지�룩앤필과�채널홈의�조화를�고려하여, Normal(기본),�light(화이트), black(블랙)

3가지�테마유형을�제공합니다. 기본�테마는�Normal이며,�아래�내용을�살펴보시고�웹페이지의 컬러톤에

맞게�테마를�선택�해주세요.

구분 설명

Normal�(기본) 기본�설정입니다. 웹임베드�채널�헤더/바텀시트는�OS/톡설정에�따라갑니다.

(예시:�사용자가�OS�다크모드일�경우,�웹임베드�채널도�블랙으로�보여집니다.)

light�(화이트) OS/톡�설정을�무시하고�웹임베드�채널�헤더/바텀시트는�화이트로�고정되어�보여집니다.

(사용자�단말기가�OS�다크모드�ON�상태라도,�웹임베드�채널은�화이트로�보여집니다.)

black�(블랙) OS/톡설정을�무시하고�웹임베드�채널�헤더/바텀시트는�블랙으로�고정되어�보여집니다.

(사용자�단말기가�OS�다크모드�OFF�상태라도,�웹임베드�채널은�블랙으로�보여집니다.)

● (3.1.2)�카카오톡�채널추가�버튼�제공

카카오톡�채널�추가�버튼을�웹임베드�채널에서도�지원합니다.�해당�버튼을�통해�사용자는�카카오톡

채널�추가/차단을�자유롭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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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추가하지�않았거나�차단한�사용자에게�‘채널추가'�버튼을�노출하여�파트너의�카카오톡�채널의

구독을�적극적으로�유도합니다.

● (3.1.3)�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제공

카카오에서�제공하는�별도의�‘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를�사용하여�웹임베드�채널에�임베드 한

웹페이지는�톡�내에서�인앱브라우저로�열리지�않고�웹임베드�채널뷰로�열�수�있습니다.

웹임베드�채널로�유입된�사용자는�웹임베드�홈�내에서�탐색�동선을�자연스럽게�이어갈�수�있습니다. 단,

전용링크를�외부브라우저에서�접속하는�경우�카카오�톡�전환을�위한�안내페이지가�보여지게�됩니다.

‘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는�웹임베드�채널로�전환�한�채널에�한하여�제공되며,�채널�관리자센터에서

별도로�생성하실�수�있습니다.�생성된�퍼머링크는�테스트�후,�사용해주세요.

*단,�해당링크를�PC에서�여는경우�‘모바일에서�확인을�유도하는'�안내페이지를�노출합니다.

⚠�전용링크�생성경로�및�활용법�안내�: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 >�채널홍보�하단�(아래 이미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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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는�웹임베드�채널에�적용된�‘웹페이지�URL’의�메인�도메인에 한해서�정상

동작합니다.�제휴�이벤트�등�진행�시,�메인�도메인을�포함한�링크�사용을�권장�드립니다.

여러�도메인을�사용하는�파트너사,�한시적으로�진행되는�제휴�이벤트�진행하는�경우��도메인 추가

등록이�가능합니다.�도메인�추가�등록이�필요한�경우�‘적용�검토�신청’�시�함께�전달해�주세요. 단,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틱톡,�SNS�등의�도메인�등록은�불가합니다.

*�메인도메인을�사용하는�경우는�등록�필요�없음�(예�:�나이키가 https://www.nike.com/kr/ko_kr/로 웹임베드

적용했다면, www.nike.co.kr가�포함된�서비스URL로�생성한�링크는�정상�동작함)

*�서브도메인을�사용하는�경우는�등록�필요�(예�:�무신사 https://m.musinsa.com 으로�웹임베드�적용했다면,

m.store.musinsa.com / magazine.musinsa.com 을�사용하는 경우�musinsa.com�을�등록해야�함)

*�여러�도메인을�사용하는�경우는�등록�필요�(예�:�대한항공 koreanair.com / 기내면세점

skyshop.koreaaircnd.com)

● (3.1.4)�채널에서�발행한�쿠폰�노출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에서�발행한�쿠폰이�“웹임베드�채널�>�더보기�>�바텀시트�영역”에 노출됩니다.

채널관리자센터에서�쿠폰�발행시,�쿠폰�노출설정을�‘노출'로�체크한�쿠폰만�노출되니�이�점 운영시

참고해주세요.

⚠�쿠폰�발행경로�: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 >�비즈니스도구�>�쿠폰작성�(아래�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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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프로세스

웹임베드�채널로의�적용을�위한�전체�프로세스는�다음과�같습니다.�단,�이미�카카오톡�비즈니스 채널�전환�및

싱크�도입을�완료한�파트너라면, 3)적용�검토�신청 단계부터�진행해주시면�됩니다.

1)�카카오톡�채널�생성�및�비즈니스�채널�전환

웹임베드�채널�적용을�위해서는�카카오톡�채널을�필수로�생성해야�하며,�카카오톡�채널은�반드시 비즈니스

채널로�전환�된�상태여야�합니다.�아직�비즈니스�채널로�전환을�하지�않았다면,�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즈니스�채널로의�전환을�먼저�진행�해주세요.

1.1)�비즈니스�채널�전환�방법

I.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에서�카카오계정으로�로그인합니다.�만약�운영�중인�카카오톡�채널이

없다면�새로�생성합니다.

II. 웹임베드�채널을�적용할�카카오톡�채널을�선택한�후,�[관리]�>�[비즈니스�채널�신청]�메뉴에서

'신청하기'를�클릭하여�비즈니스�채널을�신청합니다.�업종에�따라�신청�가이드가�상이하므로, 신청

시 비즈니스�채널�심사�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비즈니스�채널�심사는�영업일�기준�약�3~5일이

소요됩니다.

⚠�'대표채널'�뱃지가�부여된�채널이더라도,�‘비즈니스�채널�심사’를�필수로�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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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카오싱크�도입

웹임베드�채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카카오싱크�도입은�필수입니다.�아래�내용을�통해 카카오싱크

기능�소개와�특징에�대해�자세히�확인�해보세요.

2.1)�카카오싱크란?

카카오싱크는�사용자가�카카오계정�및�정보로�서비스�활동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간편 가입�서비스'

입니다. 파트너는�카카오싱크의�간편�가입�기능을�통해�복잡한�회원가입�및�정보�입력�절차를 거치지�않고

손쉽게�신규�회원을�확보할�수�있습니다.

특히,�웹임베드�채널�내에서는�카카오싱크�동의�화면이�‘웹뷰'가�아닌�‘하프뷰'�형태로 열리게�됩니다.

웹임베드�채널에�접속한�사용자는�별다른�웹페이지�전환�없이,�현재�위치한�화면에서�카카오싱크 동의절차를

진행할�수�있으며�보다�자연스럽고�연결성�있는�카카오싱크�동선을�제공받게�됩니다.

이�같은�‘하프뷰'�방식의�카카오싱크�동의창�호출은,�카카오싱크�연동을�완료했으면서�웹임베드 채널을

적용한�파트너라면�별다른�기술적�조치를�취하지�않아도�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카카오싱크를�연동한�방식에�따라,�지원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JavaScript�SDK�리다이렉트�방식(Kakao.Auth.authorize로�간편 로그인�요청)으로�카카오싱크를�연동한

경우는�하프뷰�방식을�지원하지만,�JavaScript�SDK�팝업�방식(Kakao.Auth.login로 간편�로그인�요청)이나

REST�API�방식의�서비스는�웹임베드�채널에서도�웹뷰�방식의�싱크�동의창이�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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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카카오싱크�동의창은�카카오싱크의�연동�방식에�따라�다르게�노출됩니다.

카카오싱크�동의화면을�하프뷰�형태로�지원 카카오싱크�동의화면을�웹뷰�형태로�지원

JavaScript�SDK로�카카오싱크를�연동해,

Kakao.Auth.authorize로�간편�로그인�요청

(JavaScript�SDK�리다이렉트�방식)

1)�JavaScript�SDK로�카카오싱크를�연동했지만,

Kakao.Auth.login로�간편�로그인�요청

(JavaScript�SDK�팝업�방식)

2)�REST�API로�카카오싱크�연동

카카오싱크�적용을�위한�상세가이드는 6.�카카오싱크�연동�퀵가이드 부분에서�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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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용�검토�신청

카카오톡�채널�생성과�비즈니스�채널�전환,�그리고�싱크�도입까지�모두�완료�했다면,�카카오 비즈사업팀에

적용�검토�요청을�거쳐야�합니다.�적용�검토�요청시에는�아래의�내용들을�사업�담당자에게�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카카오�내부에서�정한�기준을�기반으로�심사를�거쳐�적용대상을�선정하며,�검토까지는�최대 2주�이상

(영업일�기준)이�소요될�수�있습니다.�검토를�완료하면�테스트�채널에�웹페이지가�임베드�될 수�있도록�카카오

내부에서�활성화�처리를�진행하고�파트너에게�별도로�안내합니다.

No 내용 비고�및�참고

1 웹임베드�채널을�적용�할�실제�채널 비즈니스�채널로�전환을�완료한�채널만�가능합니다

2 웹임베드�채널을�테스트�할

테스트�채널

싱크�도입�과정에서�테스트�용도로�생성한�테스트�채널(=개발자용

프로필)을�전달해주세요.�검토가�완료되면�해당�채널에�웹페이지가�임베드

될�수�있도록�카카오�내부에서�세팅을�진행합니다.

*개발자용�프로필은�비즈니스�채널,�마스터�권한에서만�확인�가능합니다.

*개발자용�채널인�경우�아래와�같이�프로필사진에�‘개발자용'�텍스트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카카오�for�비즈니스�>�서비스�관리�>�대시보드

목록에서�개발자용�채널의�유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이미지:�개발자용�프로필사진)

3 웹페이지�URL 모바일�전용�웹�URL이�있는�경우,�해당�URL로�전달해�주세요.

*반응형이�아닌�경우�Pad�기기에서�좌우�여백이�발생할�수�있습니다.

4 적용�희망�테마

(Normal/light/dark택1)

웹페이지�컬러톤에�맞추어�선택해주세요.�기본�설정은�Normal입니다.

테마에�대한�자세한�설명은 주요기능�>�테마 부분을�확인해주세요.

5 기능버튼�적용�유/무 원하는�기능버튼의�넘버/아이콘명과�랜딩할�URL을�전달해주세요. [참고]

6 더보기�버튼�유형 기본제공인�바텀시트형과,�파트너의�개발이�필요한�전체페이지형

2개�중�1개를�택�1�해주세요. [참고]

7 카카오싱크�도입방식 카카오싱크�동의�화면이�JS�SDK는�하프뷰�,�REST�API는�웹뷰로�열리므로,

도입방식을�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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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용�희망일자�/�테스트�시작일자 테스트�일정을�고려하여�희망�적용일정을�산정�해주세요.�테스트�일정은

워킹데이�기준�15일�정도로�권장합니다.�*테스트�상황에�따라�적용일자는

변경될�수�있습니다.

9 웹사이트�테스트용�계정 포인트�사용/환불/구매�후�리뷰�등의�테스트를�위한�계정을�전달해�주세요.

구매내역�및�잔여포인트가�존재하는�계정으로�전달�해주셔야�원활하게

테스트가�가능합니다.

10 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를�위한

추가�서브도메인�(선택)

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는�웹임베드�채널에�임베디드�된�웹페이지의�도메인

일�경우에만�정상동작�합니다.�이에�기본�도메인�외에�추가�도메인�등록이

필요한�경우�전달해주세요.�(최대�5개까지�등록�가능)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틱톡,�SNS�등의�도메인�등록은�불가

<NOTE>아래의 내용은 웹임베드 채널 적용 검토를 신청하는 예시입니다.

1.�실제�채널명�/�검색용아이디

-�예:�카카오�/�카카오검색

2.�개발자용�테스트�채널명�/�검색용아이디

-�예:�카카오테스트�/�카카오테스트검색

3.�웹페이지�URL�(모바일�전용URL�권장)

-�예:�www.kakao.com

4.�희망�테마유형�(Normal�/�Light(화이트)�/�Dark(블랙))

-�예:�화이트

5.�기능버튼�적용�유/무�및�랜딩�희망�URL

-�예:�적용�희망�/�3번�검색버튼�/�www.kakao.com/serch

6.�더보기�버튼�유형

-�예:�바텀시트형

7.�카카오싱크�도입방식

-�예:�JS�SDK�or�REST�API

8.�적용�희망시점

-�예:�3/1(월)

9.��테스트용�계정

-�예�:�ID�-�cacao�PW�-�12345

10.�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용�추가�서브도메인�(선택)

-�예�:��kakaoshop.com�/�kakaomagazine.com�/�kakao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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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테스트�진행

적용�검토�신청을�완료했다면,�이제�실제�웹페이지를�채널에�임베드�하기�위한�테스트를�진행해야 합니다.

4.1)�테스트�환경�세팅

카카오싱크�작업시�생성�한�‘테스트�채널’을�활용하여�테스트를�진행합니다. 3)�적용�검토 신청이�완료되는

동시에�카카오�내부에서는�파트너의�테스트�채널에�웹페이지가�임베드�될�수�있도록�사전세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파트너들은�테스트�채널을�기반으로�웹사이트�내�전체적인�동선�및�카카오싱크�등이�이슈없이 동작�및

처리되는지�필수로�확인�해야합니다.

4.2)�테스트�방법�및�권장범위

로그인과�같은�기본적인�동작부터�결제까지.�웹페이지�내에서�제공하는�주요�동작들이�기대결과에 알맞게

진행되는지�전반적으로�확인�해야합니다.

아래�내용은�카카오에서�제안하는�테스트�범위�및�항목입니다.�아래�내용을�참고하시어�테스트를

진행해주시고,�웹사이트�내에서�별도로�제공하고�있는�기능이나�액션�등이�있다면�추가로�체크하시어 확인

해주시길�적극�권장�드립니다.�사업�담당자를�통해�‘테스트용�권장가이드’를�전달�받아�테스트를 진행해

주세요.�파트너사가�사용중인�테스트양식을�사용�하셨다면,�그�테스트�내용을�전달해�주세요.

유형 상세�동작 기대결과�및�참고사항

회원가입 회원가입이�문제없이�작동합니까? 문제�없이�회원가입되어야�함

로그인 카카오싱크로의�로그인이�문제없이�작동합니까? 문제�없이�로그인�되어야�함

로그인 카카오싱크를�제외한�소셜로그인이�문제없이�작동합니까? 문제�없이�로그인�되어야�함

팝업 채널�웹임베드�진입시�앱설치�유도�팝업을�노출하고�있습니까? 미노출�되어야�함.�(관련 가이드)

서비스 웹�페이지�탐색�과정에서�끊김�현상이나�오류가�발생하지�않습니까? 정상동작�해야�함

서비스 공유하기�및�소셜�기능들이�정상적으로�동작하고�있습니까? 정상동작�해야�함

서비스 쿠폰�다운로드�및�이벤트�참여가�정상적으로�동작하고�있습니까? 정상동작�해야�함

결제 다양한�결제수단으로�문제없이�결제�프로세스가�진행되고�있습니까? 정상동작�해야�함

결제 쿠폰�적용,�포인트�사용�등의�액션이�정상적으로�동작하고�있습니까? 정상동작�해야�함

카카오

픽셀

카카오모먼트에서�카카오픽셀을�설치했다면,�픽셀이�정상적으로

트래킹되고�있습니까?

정상적으로�트래킹이�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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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종�적용

내부�테스트까지�완료�하셨다면,�내부�테스트를�진행�한�항목과�결과서�등을�카카오�사업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공유�해주시면�됩니다.

전달주신�테스트�항목을�기반으로�카카오�내부에서도�웹임베드�채널�내�브라우징�기능이�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크로스체크를�할�예정이며,�크로스체크를�완료하고�나면�웹임베드�채널로�적용합니다.

웹임베드�채널의�실제�적용�시점은�(=크로스체크가�완료되는�시점)�사업담당자를�통해�공유드릴

예정입니다.

<NOTE>

- 웹사이트�내에서�별도로�제공하고�있는�기능이나�액션�등이�있다면�추가로�체크하시어�테스트 해주시는�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테스트�항목�및�결과서�등을�카카오�사업�담당자에게�전달�해주세요.

해당�내용을�기반으로�카카오�내부에서도�전반적인�동작을�크로스체크�할�예정입니다.

-�웹임베드�채널로의�최종�적용시점은�카카오�사업�담당자를�통해�공유드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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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정책

웹임베드�채널�정책은�고객이�카카오톡을�통해�파트너의�웹페이지를�원활히�이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존재합니다.

웹임베드�채널을�사용할�때에는�아래�내용을�준수해주시길�부탁드리며, 지속적인�위반�사례가 발견되는�경우

기본형�채널로�즉시�변경�및�웹임베드�채널�이용이�금지�될�수�있으니�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 외부�브라우저로�사용자를�유도하는�경우

웹임베드�채널은�카카오톡�내에서�사용자가�액션을�연결성�있게�수행할�수�있도록�돕기�위해

제공하는�기능입니다.�웹임베드�채널�내에서�팝업�및�특정�기능을�통해�사용자를�외부�브라우저로

지속적으로�유도하는�행위는�금지됩니다.

⚠�단,�다음의�경우�외부브라우저로�사용자를�유도하는�동작이�제한적으로�허용됩니다.

-�웹페이지�사용�과정에서�사용자가�필수로�알아야�하는�*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등의

안내를�외부�브라우저에서�진행해야�하는�경우

-�서비스�이용과정에서�필수로�제공되어야�하는�기능이�웹에서만�작동하는�경우

● 웹임베드�채널�내에서�앱설치를�유도하는�경우

웹임베드�채널은�별도의�앱�설치�없이도�파트너의�웹사이트�기능들을�별다른�문제없이�수행할 수

있어야�합니다.�웹임베드�채널에서�팝업�및�특정�기능을�통해�네이티브�앱의�설치를�유도하는 행위

등은�금지됩니다.

특히,�웹페이지�메인화면에서�앱설치를�유도하는�팝업�노출은�엄격히�제한됩니다.

파트너는�UserAgent�값�중에�“ch-home” 를�보고�채널에서�호출한�페이지라는 것을�파악할�수

있습니다.�웹임베드�채널�내에서는�앱설치�유도팝업이�뜨지�않도록�별도의�처리를�해주세요.

"User-Agent":�"Mozilla/5.0�(iPhone;�CPU�iPhone�OS 14_1�like�Mac�OS�X)

AppleWebKit/605.1.15�(KHTML,�like�Gecko)�Mobile/15E148 KAKAOTALK�9.2.5/ch-home"

⚠�단,�다음의�경우�앱(APP)으로�사용자를�유도하는�동작이�제한적으로�허용됩니다.

-�서비스의�특정�기능�및�정보를�앱에서만�확인할�수�있는�경우

-�사용자가�알아야�하는�필수�정보�및�공지사항을�앱에서만�제공하는�경우

● 웹페이지�내에서�금지되는�콘텐츠를�생산한�경우

웹임베드�채널에�임베드�된�웹페이지에서는�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등의

콘텐츠는�포함할�수�없습니다.�자세한�내용은 카카오톡�채널�운영가이드를�통해�확인해주세요.

● 웹페이지�인증서가�만료되거나,�보안에�취약한�웹페이지인�경우�안드로이드(Android)OS 에서

웹임베드�채널�진입시�‘사이트의�보안�인증서에�문제가�있습니다'의�보안�경고�얼럿이�표출됩니다.

이는�카카오톡�인앱브라우저�공통�정책으로서�카카오톡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으며,

웹페이지의�인증서를�갱신하거나�혹은�보안에�취약한�점이�있는지�파트너가�직접�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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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내용은�카카오톡�채널 운영가이드의�일부를�구성하며,�이�외의�내용은�카카오톡�채널

운영가이드를�따릅니다.�카카오�내부�검토에�따라�약관�및�정책은�추가될�수�있습니다.

<NOTE>

웹임베드�채널�내에서는�‘앱설치�유도팝업'의�노출을�엄격히�제한하고�있습니다.

UserAgent�내용을�참고하시어,�웹임베드�채널�내에서는�‘앱설치�유도팝업'이�뜨지�않도록 각�서비스에서�별도의

처리를�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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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웹임베드�채널�활용법

웹임베드�채널�적용을�완료하였다면�다음의�카카오톡�비즈니스�기능들을�추가로�활용해�보세요. 웹임베드

채널에서의�사용자�경험을�더욱�극대화할�수�있으며,�웹임베드�채널을�더욱�효과적으로�사용할 수�있는�방법

입니다.

웹임베드�채널에게만�제공되는�‘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를�활용하시면�톡�내에서�웹임베드 채널을�더

적극적으로�활용하실�수�있습니다.�-�‘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상세기능�내용�확인하기 [URL]

1)�맞춤형�광고메시지�발송

카카오톡�채널�관리자센터에서�맞춤형�광고메시지를�발송하여�카카오톡�사용자를�내�웹임베드 채널로

유인해보세요.�버튼�랜딩을 웹임베드�전용링크로�설정한다면�효과를�증대시킬�수�있습니다.

2)�정보성�타게팅�메시지�발송

카카오톡�채널을�기반으로�특정�고객을�타게팅하여�메시지를�발송할�수�있는�기능입니다.�고객사의 CRM,

커머스,�물류�시스템과�연동하여�개별�고객에게�타겟�메시지�발송이�가능하도록�구현할�수�있으며, 자체

시스템으로�체계적인�고객관리를�추구하는�서비스에게�유리한�기능입니다.�자세한�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해�보세요.

3)�카카오모먼트�>�카카오�비즈보드�활용

일간메시지�수발신�100억건,�메가�트래픽의�채팅목록탭�최상단에�노출되는�디스플레이�광고입니다.

톡에서의�발견을�시작으로�톡�비즈�솔루션을�활용한�톡�안에서의�마케팅�액션을�완결해�보세요. 웹임베드

채널의�자연스러운�연결을�통해�마케팅�목표�달성을�위한�최적의�액션으로�안내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 ‘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비즈보드�활용�시,�아래�사항을�꼭�확인하세요!

-�광고만들기�>�광고유형�:�카카오�비즈보드,�광고목표�:�전환�또는�방문�선택

-�광고그룹�>�게재지면�:�‘‘카카오톡’�선택�(cf.�다음앱/카카오�서비스�선택�시 기본형�홈�노출)

-�소재�>�비즈보드�랜딩�유형�중�‘URL�/�애드뷰�/�채널웹뷰’�에서�사용�가능

(각�랜딩별�노출되는�상세지면은�카카오모먼트�정책을�따름)

-�사용자가�카카오톡�9.3.0�미만�버전을�사용하는�경우�기본형�홈이�보여집니다.

4)�카카오모먼트�>�디스플레이�광고�활용

다양한�형태의�크리에이티브로�브랜드�가치를�강화할�수�있는�디스플레이광고.브랜드와�관련있는 최적의

오디언스를�찾아,�최적의�순간에�광고를�노출하여�퍼포먼스를�극대화�할�수�있습니다.

카카오�디스플레이�광고를�통해�여러분의�마케팅을�효과적으로�진행해�보세요. 자세한�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웹임베드�채널�전용링크’�디스플레이�활용�시,�아래�사항을�꼭�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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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들기�>�광고유형�:�디스플레이,�광고목표�: 전환�>�광고목표대상�:�픽셀&SDK�또는 광고만들기�>

광고유형�:�디스플레이,�광고목표�: 방문�선택

-�광고그룹�>�디바이스�‘모바일’�,�게재지면�‘카카오톡’�선택�(cf.�카카오스토리/다음/카카오 서비스/네트워크

선택�시�기본형�홈�노출)

-�랜딩�URL에서�사용�가능�(각�랜딩별�노출되는�상세지면은�카카오모먼트�정책을�따름)

-�사용자가�카카오톡�9.3.0�미만�버전을�사용하는�경우 기본형�홈�노출

5)�카카오모먼트�>�메세지�광고

내�카카오톡�채널을�더�강력한�비즈니스�수단으로�활용할수�있는�메시지�광고.마케팅�목적에 맞는�최적의

순간에,�최적의�친구를�찾아,�최적의�메시지를�발송할�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6)�카카오페이�간편결제

웹페이지에�카카오페이�결제기능을�추가해보세요.�내�웹임베드�채널에�방문�한�카카오톡�사용자들이

번거로운�결제�절차를�거치지�않고�카카오톡에서�비밀번호�하나로�편리하고�안전하게�결제할�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NOTE>

웹임베드�채널의�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카카오톡�비즈니스�기능들.�더�자세하고�많은�내용은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자세히�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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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주�묻는�질문

웹임베드�채널�적용�과정에서�파트너가�주로�궁금해�할�만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추가�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카카오�사업�담당자를�통해�질의를�해주시면�내용�확인�후�최대한�빠른�시일�내�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내용은�웹임베드�채널�운영/관리�과정에서�지속적으로�추가될�수�있습니다.

● Q.�기본형�채널�홈으로�다시�전환하고�싶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A.�카카오톡�서비스의�일관된�사용자�경험을�위해,�웹임베드�채널을�적용한�이후에�단순변심 등의

이유로�기본형�채널로의�전환은�불가능�한�것이�기본�정책입니다.

⚠�단,�웹임베드�채널�내에�임베드�한�웹사이트에서�1)�장기간의�점검이�이루어지거나, 2)�오랜

시간동안�오류현상이�이어지거나,�3)�치명적인�결함이�발생한�경우�4)�파트너�사업계획�상 기본형

홈으로의�전환이�필수로�필요한�경우�등에�한하여

사업�내부에서�논의�후�기본형�홈으로의�변경을�지원할�예정입니다.�위와�같은�현상이�발생하거나,

특이사항이�있는�경우�즉시�사업�담당자에게�공유�해주세요.

● Q.�기존�기본형에서�노출되던�소식(포스트)/쿠폰은�어디에�노출되나요?�(6/24�업데이트)

A.�웹임베드�채널에서�채널의�‘소식(포스트)’를�노출하고�싶은�경우,�기능버튼�유형�중 ‘채널

레버리지'�버튼을�선택해주세요.

해당�기능버튼을�노출하게�되면�채널이�보유한�소식(포스트)�및�연동된�상품들을�보여주는�별도의

View를�호출하게�됩니다.�더�자세한�내용은�가이드�내 기능버튼 부분에서�확인�해주세요.

● Q.�주문하기/톡스토어에�입점되어�있습니다.�웹임베드�채널�사용이�가능한가요?�(6/24 업데이트)

A.�주문하기�및�톡스토어�등�채널과�연동�되었더라도�웹임베드�채널로�전환은�가능합니다. 더불어

연동�된�상품을�보여주는�‘탭'을�웹임베드�채널에서�노출하고�싶은�경우,�기능버튼�유형�중 ‘채널

레버리지'�버튼을�활용�해주시면�됩니다.

해당�기능버튼을�노출하게�되면�채널이�보유한�소식(포스트)�및�연동된�상품들을�보여주는�별도의

View를�호출하게�됩니다.�더�자세한�내용은�가이드�내 기능버튼 부분에서�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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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별첨

- 1)�카카오싱크�연동�퀵가이드

- 2)�더보기�>�전체페이지�작업가이드

1)�카카오싱크�연동�퀵�가이드

※�ecp�호스팅사를�쓰는�쇼핑몰의�경우는�하단의 [2.2.3)ECP�호스팅사를�쓰는�쇼핑몰 기준]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카카오싱크를�이미�도입하셨거나,�ECP�호스팅서비스를�이용�중인�경우는�구현�방법이�다를 수�있습니다.

단,�카카오싱크를�처음�도입하는�경우,�카카오에서�제공하는�디자인�요소를�기반으로�카카오 로그인�버튼을

구현해야�합니다.�‘카카오�로그인'의�버튼�크기와�비율�등을�올바르게�적용할�수�있도록�디자인 요소에�대한

가이드를�안내하고�있습니다.�디벨로퍼스에서�제공하는�디자인�가이드를�필수로�확인하시어�서비스에 적용

해주세요. (가이드�보기)

먼저�현재�서비스에서�카카오�API를�호출하기�위해�사용하는�앱�키가�어느�플랫폼의�앱�키(App key)인지

확인합니다.

I. 서비스에�사용된�앱�키�값을�확인합니다.�Kakao SDK�초기화를�하는�Kakao.init()에 사용된�앱�키를

확인하거나, 카카오�로그인 요청�URL의�client_id�값과�같이�카카오�API를�호출할 때�사용된�앱�키를

확인합니다.

II. 카카오디벨로퍼스의�[내�애플리케이션]�>�[앱�설정]�>�[앱�키]�메뉴에서�사용�중인�앱 키가�어느

플랫폼의�앱�키인지�확인합니다.

사용�중인�앱�키�값이�REST�API�키와�일치한다면�REST�API�키,�JavaScript 키와�일치한다면�JavaScript�키를

사용하여�개발해야�합니다.

1.1)�JavaScript�SDK�기준

※�시작�전에�서비스�페이지에서�카카오�JavaScript�SDK를�import해야�합니다 (사용법�보기)

-�싱크�자동로그인:�카카오톡�내에서�싱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하기�(싱크�인증요청하기)

웹임베드�채널�홈�내에서�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한�상황(구매,�장바구니,�쿠폰발급,�예약, 마이페이지

진입�등)이�되면,�카카오싱크�인증을�요청하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를�함으로써�간결하고 연결성있는

사용자�경험을�제공합니다.�웹임베드�채널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싱크�자동로그인�도입은 필수입니다.

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한�경우,�클릭�이벤트�핸들러에서�Kakao.Auth.authorize를 호출하여�카카오싱크

동의�화면을�띄울�수�있습니다�(웹임베드�채널에서는�‘하프뷰’,�그�외�화면에서는�‘웹뷰'). 동의�화면에서

사용자가�사용자�정보�제공�및�기능�활용�동의를�하고�'동의하고�시작하기'�버튼을�누르면, 등록한 등록한

Redirect�URI로�인가�코드를�받아,�REST�API로�액세스�토큰을�요청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카카오�로그인 JavaScript�SDK�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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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임베드�채널�홈에서는�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할�때는�사용자를�‘로그인�페이지'로�랜딩하는�것이

아니라,�카카오싱크�인증을�요청해주셔야�합니다.

사용자가�카카오톡�웹뷰에서�서비스를�이용�중인지�여부는�User-Agent�값으로�파악할 수�있습니다.

User-Agent�값�예시

"User-Agent":�"Mozilla/5.0�(iPhone;�CPU�iPhone�OS 14_1�like�Mac�OS�X)

AppleWebKit/605.1.15�(KHTML,�like�Gecko)�Mobile/15E148 KAKAOTALK 9.2.5/ch-home"

아래는�카카오톡�웹뷰로�서비스를�이용�중인�사용자의 카카오싱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카카오싱크

인증)를�위한�코드�예입니다.�아래�코드를�참고하여�계정정보가�필요한�상황(구매,�장바구니, 쿠폰발급,�예약,

마이페이지�진입�등)에서�활용해주세요.

Kakao.init('JAVASCRIPT_KEY');

if (/KAKAOTALK/i.test(navigator.userAgent))�{

Kakao.Auth.authorize({

redirectUri: '{REDIRECT_URI}'

});

}

싱크�자동로그인�도입시�기존회원�처리/연동을�통해�중복가입을�방지할�수�있습니다.�자세한 가이드는

기존회원�처리�가이드를�참고해주세요.

-�동의한�약관�확인

카카오싱크를�도입한�서비스의�사용자가�해당�서비스에서�처음으로�위 사용자�인증을�거쳐,�앱의 사용자의

회원번호�(user_id)가�발급되면,�카카오싱크�동의�화면에�추가한�서비스약관도�동의한 상태입니다.�이때

가입처리를�위해�사용자가�동의한�약관�항목을�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인증�사용자의�액세스 토큰(Access

Token)을�활용해�약관조회API를�호출하면�API�호출�시�사용자의�회원번호�(user_id), 동의한�약관�항목

(tag),�동의한�시간을�파악할�수�있습니다.�더�자세한�내용은 동의한�약관�확인�API 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

-�약관�선택해�동의�받기

사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는�기능에�따라�요구하는�약관�종류가�다를�수�있습니다.�앱�정보에 서비스에

필요한�모든�약관을�등록한�후,�약관�선택해�동의�받기�기능으로�사용자가�특정�기능을�이용할 때 필요한

약관들만�동의받을�수�있습니다.

사용자�로그인�시 동의한�약관�확인을�거쳐�어떤�항목이�부족한지�비교하고,�추가�동의받아야 할�약관이�있을

때�약관�선택해�동의�받기�기능을�사용합니다.�동의받을�약관은 적용하기 시�등록했던�태그(tag)로

선택합니다.�더�자세한�내용은 약관�선택해�동의�받기�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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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JavaScript SDK 연동 방식 변경 시

<NOTE>

본�안내는�카카오싱크를�JavaScript�SDK로�연동했지만, Kakao.Auth.login를 쓰는�팝업�방식에서,

Kakao.Auth.authorize를�쓰는�리다이렉트로�연동�방식을�변경할�때의�가이드입니다.

- 필요한 대응

I. 호출�API�변경

클릭�이벤트�핸들러에서 Kakao.Auth.login를�호출하는�대신, Kakao.Auth.authorize를 호출해야

합니다.�호출�시�사용자가�카카오싱크�동의화면을�보는�것은�동일하지만(이미�동의한�경우는 단계

생략),�리다이렉트방식(Kakao.Auth.authorize)은�인가�코드를�받고�액세스 토큰을�요청하는

과정이�추가로�필요합니다.�사용자가�사용자�정보�제공�및�기능�활용�동의를�하고�'동의하고

시작하기'�버튼을�누르면, 등록한�Redirect�URI로�인가�코드가�전달됩니다.

II. 인가�코드를�써, 토큰�받기

확보한�액세스�토큰으로�사용자�가입�또는�로그인처리에�필요한�API를�활용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카카오�로그인 JavaScript�SDK�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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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REST�API�기준

※�REST�API에서는�웹임베드�채널에서�하프뷰�싱크를�미지원합니다. 카카오싱크를�새롭게 도입하는

서비스라면,�더�다양한�기능을�지원하는�JavaScript�SDK�기준으로�도입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이미�REST�API로�카카오싱크를�연동한�경우,�아래�가이드에�따라�카카오톡�내에서�싱크 인증(카카오싱크

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을�진행해주시면�됩니다.

-�싱크�자동로그인:�카카오톡�내에서�싱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하기�(싱크�인증요청하기)

웹임베드�채널�홈�내에서�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한�상황(구매,�장바구니,�쿠폰발급,�예약, 마이페이지

진입�등)이�되면,�카카오싱크�인증을�요청하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를�함으로써�간결하고 연결성있는

사용자�경험을�제공합니다.�웹임베드�채널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싱크�자동로그인�도입은 필수입니다.

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한�경우, 인가�코드�받기를�요청해야�합니다.

인가�코드�받기�요청�시,�사용자는�카카오싱크�동의화면을�보게�됩니다(이미�동의한�경우는 단계�생략).

사용자가�'동의하고�시작하기'�버튼을�누르면, 등록한�Redirect�URI로�인가�코드가 전달됩니다.�인가

코드로는 토큰�받기 API로�액세스�토큰(Access�Token)을�확보할�수�있습니다.

⚠�웹임베드�채널�홈에서는�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할�때는�사용자를�‘로그인�페이지'로 랜딩하는�것이

아니라,�카카오싱크�인증을�요청해주셔야�합니다.

사용자가�카카오톡�웹뷰에서�서비스를�이용�중인�것은�User-Agent�값으로�파악할�수 있습니다.

User-Agent�값�예시

"User-Agent":�"Mozilla/5.0�(iPhone;�CPU�iPhone�OS 14_1�like�Mac�OS�X)

AppleWebKit/605.1.15�(KHTML,�like�Gecko)�Mobile/15E148 KAKAOTALK 9.2.5/ch-home"

더�자세한�내용은�카카오�로그인 REST�API�가이드를�확인해주세요.�싱크�자동로그인 도입시�기존회원

처리/연동을�통해�중복가입을�방지할�수�있습니다.�자세한�가이드는 기존회원�처리�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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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CP호스팅사를�쓰는�쇼핑몰�기준

호스팅사�기반의�쇼핑몰에서�카카오싱크�도입은�사전�연동�작업을�마친�호스팅사에서만�이용 가능합니다.

현재�이용�가능한�호스팅사는�아래와�같습니다.�해당�호스팅사를�이용하는�쇼핑몰은�각�호스팅사의 설정

가이드를�참고하여, 간편�설정�팝업을�이용한�카카오싱크를�적용할�수�있습니다.

-�카페24: 카페24�싱크�설정�가이드를�참고합니다.

-�메이크샵: 메이크샵�싱크�설정�가이드를�참고합니다.

-�식스샵: 식스샵�싱크�설정�가이드를�참고합니다.

-�위사: 위사�싱크�설정�가이드를�참고합니다.

-�아임웹: 아임웹�싱크�설정�가이드를�참고합니다.

-�싱크�자동로그인:�카카오톡�내에서�싱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하기�(싱크�인증요청하기)

웹임베드�채널�홈�내에서�사용자의�계정정보가�필요한�상황(구매,�장바구니,�쿠폰발급,�예약, 마이페이지

진입�등)이�되면,�카카오싱크�인증을�요청하여�간편가입�또는�로그인처리를�함으로써�간결하고 연결성있는

사용자�경험을�제공합니다.�웹임베드�채널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싱크�자동로그인�도입은 필수입니다.

호스팅사별�자세한�내용은�아래를�참고해주세요.

1)�카페24

설정이�필요합니다.�카페24�어드민에서�카카오싱크�신청시�(선택)�카카오앱�상의�웹�브라우저로 쇼핑몰�이용

시�카카오�아이디로만�로그인하도록�설정 을�선택하시면�됩니다.�어드민�화면은�아래를�참고하세요.

[카페24�자동로그인(카카오톡�내에서�카카오�아이디로만�로그인하기)�참고사항]

1)�로그인�플로우

카페24의�자동로그인�스펙은�아래�A-B-C의�순서로�구현되어�있습니다.

A.�로그인�필요한�액션�생김�-�B.�로그인페이지로�이동�-�C.�싱크�동의창�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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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상점이�웹임베드�채널�도입�시�싱크�동의창은�하프뷰로�제공되는데요,�사용자(고객)가�싱크�동의창을

수동으로�내릴�경우(일반�싱크�동의창에서�‘취소'와�동일�액션)�로그인�페이지가�노출될�수 있습니다.

웹임베드�채널이�아닌�일반�채널�웹뷰�상황에서는,�싱크�동의창에서�‘취소'를�누르는�경우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회원가입�플로우

자동로그인을�설정한�카페24�상점이�웹임베드�채널�환경에서�회원가입�버튼을�탭하는�경우 상점의�자체

회원가입화면�중�약관동의�페이지로�이동하며,�약관동의를�거친�후�싱크�동의창이�뜨는�플로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하프뷰로�제공되는�싱크�동의창을�수동으로�내릴�경우(일반�싱크�동의창에서�‘취소'와 동일�액션),

회원가입화면�중�정보입력�페이지로�이동합니다.

웹임베드�채널이�아닌�일반�채널�웹뷰�상황에서도�회원가입화면�중�약관동의�페이지가�먼저 노출되는�것은

동일합니다.�싱크�동의창에서�‘취소'를�누르는�경우,�메인�페이지로�이동합니다.

3)�이메일�중복체크

카페24�싱크�설정�어드민에서�‘?’로�표시된�도움말을�누르시면,�아래와�같은�안내�문구가 있습니다.

현재�카페24가�제공하는�‘이메일�중복체크'�기능을�사용하는�경우,�자동로그인�설정이�불가능합니다.

싱크�-�기존�회원�연동�작업을�하지�않은�상점이�이메일�중복체크�기능과�자동로그인�기능을 동시에�사용하는

경우,�카카오�계정과�동일한�이메일을�사용하는�상점의�기존�회원은�로그인이�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두�가지�설정을�동시에�하지�못하도록�제약되어�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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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스샵

별도의�추가�설정이�필요�없이�카카오싱크�신청시�자동�지원합니다.

3)�아임웹

설정이�필요합니다.�아임웹�어드민에서�카카오싱크�신청시 카카오톡�앱에서�접속�시�카카오�로그인만 사용

옵션을�선택하시면�됩니다.�어드민�화면은�아래를�참고하세요.

4)�메이크샵�&�위사

현재�자동로그인�사용이�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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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더보기�>�전체페이지�작업�가이드

2.1)�필수/자유�배치�기능

필수/자유배치�구분 기능 설명�및�작업가이드

필수배치 채팅방�바로가기 채팅방으로�바로�이동해야�합니다.�각�채널에�부여된�채팅URL로

랜딩해주세요.

각 채널의 채팅URL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관리자센터 > 채널 홍보 > 채팅URL)

URL�복사하기 채널�고유�URL이�사용자의�클립보드에�복사되어야�합니다.

각 채널의 채팅URL은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관리자센터 > 채널 홍보 > 채널URL)

신고하기 카카오�채널의�공통�신고하기�팝업�화면이�호출되어야�합니다.

자세한�호출방법은 아래�내용을�참고해주세요.

법무�고지문구 웹임베드�채널�내에�임베디드�된�웹페이지는�파트너가�직접

운영하는�영역임을�사용자에게�알리기�위해�법무�고지문구를�필수로

노출해야�합니다.

“상품의�주문,�배송,�환불을�비롯한�모든�의무와�책임은�해당�채널에

있으며�(주)카카오는�관여하지�않습니다.”

자유배치 (별도�가이드�없음) .‘상품�카테고리',�‘메인�메뉴’�등�파트너가�원하는�메뉴�및�기능을

자유롭게�배치할�수�있습니다.

2.2)�신고하기�네이티브�팝업호출�가이드

- Android�(JavascriptInterface)

WebView에�등록된�JavascriptInterface를�활용합니다.�핸들러명은�spamChannel, 호출할�메서드명은�report�입니다.

<javascript>

var�HANDLER_NAME�=�'kakao';

var�METHOD_NAME�=�'spamChannel';

//�android�네이티브�호출

window[HANDLER_NAME][METHOD_NAME]();

- iOS�(WKWe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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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kit�WebView에서�생성되는�webkit�전역변수의�MessageHandler를�활용합니다.�핸들러명은�spamChannel

입니다.

<javascript>

var�HANDLER_NAME�=�'kakao';

var�message�=�{�command�:�'spamChannel'�};

//�ios�네이티브�호출

window.webkit.messageHandlers[HANDLER_NAME].postMessage(message);

2.3)�디자인�가이드

⚠아래는�카카오톡�채널에서�제공하는�‘더보기�전체페이지형'�디자인�가이드입니다.

아래�디자인�가이드는�예시이며,�메뉴�구성�등을�아래�이미지와�동일하게�구성하지�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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