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sns shop

서비스�소개서



SNS�판매의�중심,�스룩페이

SNS 판매 전문 플랫폼으로 SNS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스룩페이가 중심역할을 합니다. 

판매자님들이 상품등록부터 배송관리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판매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니즈를 빠르게 수용하여 판매자님들에게 항상 발전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 All Rights Reserved.



스룩페이

제공�서비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에서 주문서 링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링크 공유가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상품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문서 링크 제공

미니 쇼핑몰 제공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미니샵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와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판매 관리자 제공

주문서 링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주문 건의 모든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주요기능: 상품관리, 주문관리, 회원관리, 발주관리 등]

Ⓒ                . All Rights Reserved.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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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여 복잡한 사용 단계를 줄였습니다.

판매관리자

판매관리자에 상품등록 

(주문서 링크 생성)

SNS에 주문서 링크 

붙여 넣기

주문 건 확인 및 

자동 '입금확인' 처리

자동 '발주메일' 발송 

및 배송 관리

취소/교환/반품 관리



주요�기능

Ⓒ                . All Rights Reserved.

여러 판매채널의 상품등록, 주문현황, 매출 등을 하나의 계정에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널계정관리

마스터계정에 상품 등록하면 

등록된 채널 계정 A, B, C에 상품복사

주문관리/발주관리도 

마스터 계정 하나로 모두 관리

여러 계정의 매출/정산 데이터를 

마스터계정에서 한 번에 확인

상품복사 및 물류업체 지정 주문/발주 통합관리 매출/정산 통합관리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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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정산과 안전한 거래로 결제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결제�및�무통장�알리미

빠른 정산과 안전한 거래04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의 가맹점 지원03

보안성 높은 인증방식으로 안전성 보장02

시장점유율 1위 KG 이니시스 결제 이용01 무통장 알리미 APP

간단한 설정으로 자동 입금확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통장 주문 시 자동 입금확인 처리

추가된 계정별로 계좌관리, 푸시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입금날짜, 처리날짜, 입금계좌, 주문 상품정보, 

이름, 날짜, 처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계정이 여러 개일 경우, 계정을 추가하여 

계정별 입금내역 확인과 자동입금확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기능

쿠폰/포인트로 SNS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등급별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

용도별, 유형별로 쿠폰 발급 및 상품 구매 시 

회원 등급별로 쿠폰 할인을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 설정

포인트 설정

회원 등급

구매후기 작성 시 포인트 지급으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급한 포인트 사용을 통해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회원 등급만 할인되는 쿠폰을 상품에 설정할 수 있고, 

회원 등급별 매출 현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All Rights Reserved.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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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및 공급사가 스룩페이에 등록한 상품으로 

인플루언서와 공유하고 판매를 연결할 수 있는 공동구매 판매 중계 플랫폼입니다.

셀럽션

간편하게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지정하고 

마진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플루언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판매 현황을 결제 수단별로, 

상품 옵션별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럽 목록

매출 관리상품 목록

셀럽 등록



Only one SNS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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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