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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할인

매뉴얼

다운탑(Downtop)의모든제작물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은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금합니다.무단사용시법적인책임이따를수있습니다 (C) 2022. DownTop all rights reserved.



사용에체크

판매자할인을변경해서 가격을조정합니다.

사용에미체크

판매가를변경해서가격을조정합니다

필수 입력값이아닙니다.

미입력시 [기본설정]탭에 있는

‘하한가’에 맞게 판매자 할인을 자동으로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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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 할인 설정하기

하한가를판매가기준으로설정해 놓은경우

판매자할인의최대 적용 금액을꼭 입력해주세요.

(미입력시 판매자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가상한선

으로 자동 설정 됩니다)



2) 가격 복구 설정하기

사용에체크

가격복구(선택복구, 시간대 복구, 가격즉시복구) 할 때,  

판매자할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용에미체크

가격복구(선택복구, 시간대 복구, 가격즉시복구) 할 때, 

판매자할인을 0원으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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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정]탭

①가격비교대상, ②가격경쟁방식. ③조정금액을

이미지와 똑같이 세팅해주세요.

[판매자할인]탭

‘내 상품의 판매가격과 판매자할인을

동시에 변경합니다’사용 체크 후

10원(경쟁상품보다 더 먹일 금액)을 입력

3-1) 직접지정 추가 설정 *프로버전 회원만설정 가능합니다 (직접지정+판매가 기준 경쟁 방식일 때 ,  해당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1

경쟁상품의 판매가(=입점가=등재가)와

내 상품의 판매가를 일치 시키고,

경쟁상품의 판매자 할인보다

내 상품의 판매자 할인을

10원더 먹이고 싶을 때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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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접지정 추가 설정 *프로버전 회원만설정 가능합니다 (직접지정+판매가 기준 경쟁 방식일 때 ,  해당 설정이 활성화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2

경쟁상품의 판매가보다

내 상품의 판매가를 10원 낮게 하고

경쟁상품의 판매자할인과

내 판매자 할인을 일치시키고 싶을 때

① ②

③

[기본설정]탭

①가격비교대상,②가격경쟁방식,③조정금액을

이미지와똑같이 세팅해주세요.

[판매자할인]탭

‘내 상품의 판매가격과 판매자할인을

동시에 변경합니다’사용 체크 후

0원(경쟁상품보다 더 먹일 금액)을입력

5



6

3-3) 직접지정 추가 설정 복수의 직접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경쟁상대를 1위로 인식할것인지 정하는 설정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3

경쟁상대A → 판매가:10,000원 판매자할인:  6,000원

(적용 판매가 4,000원)

경쟁상대 B → 판매가:  9,000원 판매자할인:  1,000원

(적용 판매가 8,000원)

ㅇ [판매가] 선택시 1위를 B로 인식합니다.

(이유: 해당 설정은 판매가가 낮은 경쟁상대를 1위로 인식)

ㅇ [판매가- 판매자할인] 선택시 1위를 A로 인식합니다. 

(이유: 해당 설정은 적용 판매가가 낮은 경쟁상대를 1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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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접지정 추가 설정

실제 적용 예시 4 - [수수료율 10% 적용시]

경쟁상대A → 판매가:1,510,000원판매자 할인:10,100원

(적용판매가:1,489,900원 정산가 :1,348,900원)

경쟁상대B → 판매가:1,600,000원판매자 할인:98,000원

(적용판매가:1,502,000원 정산가: 1,342,000원)

ㅇ [정산가] 선택시 기준순위 1위를 B로 인식합니다.

(이유: 해당 설정은 정산가가 낮은 경쟁상대를 1위로 인식)

* 적용할 마켓 수수료율을 입력해주세요 (필수)

ㅇ [판매가-판매자할인] 선택시 기준순위 1위를 A로 인식합니다.

(이유: 해당 설정은 적용판매가가 낮은 경쟁상대를 1위로 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