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스트 피드를 업로드하여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해결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판매 이벤트를 시작하기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새 피드를 업로드합니다.
❏ 피드에 모든 제품 옵션을 포함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제목/설명/이미지에 프로모션 텍스트를 포함하지 마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제품의 올바른 GTIN을 입력합니다. GTIN을 모르실 경우 입력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은 

GTIN은 추가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 방문 페이지 및 피드의 가격, 통화, 언어가 일관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위치에서 방문 페이지의 콘텐츠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합니다. IP, 위치, 브라우저, 기기 

등에 따라 사이트 콘텐츠를 변경하지 마세요. 쇼핑 광고에는 다른 트래픽 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정적인 LP를 사용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사이트 중단할 예정일 경우, 다음 권장사항을 따르세요.
❏ 세금 및 배송 설정이 계정 또는 항목 수준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판매자 센터 지연: 최초 검토를 위해 제출된 후 피드가 크롤링될 

때까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로고 전환: 로고 정책. 새로 업로드한 로고가 이벤트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2~3일 정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판매자 프로모션은 보통 업로드한 날에 검토가 완료되지만 휴일 출시 최소 72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모션은 성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제품 피드 설정 확인 [판매자 센터]

휴일 쇼핑 시즌 대비 가이드
광고주를 위한 권장사항

2단계: 제품 피드 콘텐츠 최적화 [판매자 센터]

❏ '제목'이 중요한 이유 : 모호한 제목은 지양하세요. 제품을 검색할 때 중요한 의미 있는 속성을 
포함하고 중요한 속성을 가장 먼저 표시하세요. 

❏ '제품 유형'이 중요한 이유 : 제품을 설명하는 정확한 분류 시그널을 제공하고, 더 상세한 제품 
정보를 포함하세요. Google 제품 카테고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Google에서 카테고리 하나를 자동으로 지정함). 두 속성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 Googlebot 크롤링 기능을 확인합니다 (robot.txt 파일 확인). Google에서 방문 페이지나 
이미지를 크롤링하지 못하는 경우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 테스트 도구 | 
Robot.txt 테스트 도구

❏ 캠페인을 '운영중'으로 설정하고 관련 시작일을 설정하여 출시일에 게시가 지연되지 않게 
하세요. 

❏ 우선순위 설정을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캠페인 중복을 방지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참고: 스스마트 쇼핑 캠페인이 일반 쇼핑캠페인과 디스플레이 리마케팅 캠페인보다 우선시 됩니다.)

❏ Google Ads 쇼핑 열을 사용하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쇼케이스 쇼핑 광고 항목 생성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기존 광고를 편집하면 다시 한 번 검토가 진행됩니다.

3단계: 쇼핑 캠페인 구조 검토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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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025166?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52112?hl=ko&ref_topic=3404778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415?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461?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386329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4752265?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37960?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59936?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4588748?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436?hl=ko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6062608?hl=ko&ref_topic=6061961&visit_id=637340078824742043-2677612727&rd=1
https://search.google.com/structured-data/testing-tool
https://support.google.com/webmasters/answer/6062598?hl=ko
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3455481?vid=1-635772168416160090-4197377698&hl=ko#shopping_setup
https://support.google.com/adwords/answer/3455573?hl=ko


휴일 쇼핑 시즌 대비 가이드
일반적인 문제 및 해결 방법

배송비 불일치 - 피드와 LP의 배송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완전한 배송 정보 및 가격을 제출합니다 . '운송, '배달', '처리', '물류', '배송업체 '를 
포함하는  모든 구매 청구 항목을 포함합니다 . 참고: 항목 수준 배송이 계정 배송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 피드/설정에서  배송비를  더 높게 설정해도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가격 불일치 - 제품 데이터의  가격 속성이 웹사이트의  정보와 다릅니다 . 일반적인  원인: 
웹사이트의  업데이트와  판매자 센터의 데이터 업데이트  간 시차
해결 방법: 피드 및 LP에서 동일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  가격을  업데이트한  직후 피드 
업로드나  콘텐츠 API를 통한 업데이트를  예약하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이미지의  프로모션  오버레이  - 항목에 프로모션  텍스트(판매자 로고나 클릭 유도문안  등)나 방해 
요소(워터마크  등)를 포함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 이미지 요구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해결 방법: 올바른 제품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image_link 속성의  URL을 변경합니다. 새 URL을 
제출하면  기존 URL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센터에서  자동 이미지 개선을 사용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 구매 불가 - LP부터 시작되는  결제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찾기 쉽고 활성화된  구매 
버튼(클릭이 가능하며  결제 페이지로  이동)으로 사이트에서의  결제 과정을 간단하게  설정합니다 .
제한된 구매 - 사업자와  개인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정보 입력란은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IP 위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게 허용하되  피드에 명시된 국가에만  상품이 배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 
권장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해결 방법: 방문 페이지를  수정하고  판매자 센터에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

세금 불일치 - 피드나 계정 설정에서  프로모션의  세금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
해결 방법: 판매자  센터의  세금 설정을 사용합니다 . 계정 설정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만  세금 속성을 
사용합니다 . 더 높게 설정해도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값[제목]이 잘못됨 - 가격, 판매가, 판매일, 프로모션  메시지, 배송, 배송일, 기타 시간 관련 정보 
또는 회사명과  같은 정보는 추가하지  마세요. 예: 무료 선물, 빠른/무료 배송, 1+1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해결 방법: 제목을 수정하고  제목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정보가 부족하여  값[가격]을 확인할 수 없음: 상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으로 , 최근에 프로모션을  생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교를 위해 비슷한 
프로모션과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 고유한  제품 식별자(GTIN, 브랜드 , MPN)를 추가하여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쇼핑 광고 정책 위반 - 제출한 항목이 Google 정책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
해결 방법: 종종 계정에서  정책 위반으로  인해 자동으로  거부된 개별 항목에 대해 직접 검토를  
요청하라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 (이 직접 검토는  일부 정책 위반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요청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항목을 피드에서  삭제하거나  모든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예: 피드 규칙을 통해 excluded_destination 사용). 자세히 알아보기

계정 및 항목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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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484?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098334?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350?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242973?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101131?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158778?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158778?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052209?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324415?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874338?hl=ko#null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103800?hl=ko


● 피드 업로드를 늘리고 구매 가능 여부는 schema.org(구조화된 데이터) 주석을 통해 
구현하고 자동 항목 업데이트를 사용 설정합니다.

● 빠른 업데이트를 위해 피드 규칙 또는 보조 피드를 사용하세요. 기본 피드의 상품 
구매 가능 여부, 오프라인 판매점 인벤토리 피드의 상점 폐쇄 정보 등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면 웹사이트에 분명하게 주문 가능 여부, 배송, 
결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권장사항: 방문 페이지에 배너 또는 알림 메시지의 형태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합니다.
●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아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없다면 excluded_destination 

속성을 사용하여 제품이 관련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 배송 설정 및 예상 배송일을 검토하여 배송 및 처리 시간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 실시간 재고나 재입고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Shopping Actions 에서 주문 

별로 판매 가능한 항목의 수를 제한하도록 온라인 제품은 '재고 없음'으로, 오프라인 
제품은 '한정 수량' 또는 '재고 없음'으로 표시하거나 purchase_quantity_limit을 
설정합니다.

● Shopping Actions에만 해당: Shopping Actions에서 초과 판매된 상품의 주문을 
받은 경우 Shopping Content API를 통해 '제품 구매 불가' 또는 '재고 없음'의 적절한 
사유 코드를 사용하여 상품 구매 가능 여부를 업데이트하고 주문을 즉시 취소합니다. 

연휴 쇼핑 시즌 대비 가이드
코로나19 사태 동안의 권장사항

고객에게 항상 최신 제품 정보를 표시합니다

● 보호 마스크 - Google의 민감한 사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에서는 보호 마스크에 관한 광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 마스크는 허용되지만 추가 보호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 가격 폭리 - 합리적인 시장 가격(기존 데이터 기준)을 초과하는 상품은 승인되지 
않으며 피드에서 제거되거나 모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수품의 가격 변경에 대한 지역 규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 가능 여부 문제 -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하여 민감한 카테고리에 포함된 상품은 
Google이 제품 방문 페이지에서 상품 구매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없고 해당 상품이 
'재고 있음' 상태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웹사이트의 
값이 명확하지 않음[구매 가능 여부]에 대한 항목 수준 비승인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LP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가하고 자동 항목 업데이트를 사용 

설정합니다. 피드를 다시 제출하면 항목이 자동으로 다시 크롤링됩니다.

허용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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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3246284?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7679273?hl=en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440262?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9796066?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149990?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6069143?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3246284?hl=ko


Ads 또는 판매자 센터에서  다음 경로를 사용하세요 .

Ads: ? > 도움말 보기 > 도움이 더 필요하신가요? > 문제 유형 선택 
판매자 센터: ? > 고객센터 및 지원 > 문의하기

지원팀에 문의하는 방법

연휴 쇼핑 시즌 대비 가이드
광고주를 위한 지원 채널

참고: 채널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및 영업시간은 여기를 참고하세요(변동 가능).

고객센터, 광고 계정 또는 판매자 센터에서  전화, 이메일, 채팅을 
통해 Google 지원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양식을 제출한 후 

참조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팀 문의 시 중요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 판매자 센터 계정/피드/항목 정책 문제
● 캠페인 게시 및 변동 문제 해결(오프라인  판매점 인벤토리  
광고, 쇼케이스  광고, 스마트 쇼핑 캠페인, 표준 쇼핑 캠페인)

● URL 확인 문제
● 계정 할당량 증가/피드 한도 증가

캠페인 최적화 및 구현 관련 질문의 경우 Google POC에게 
문의하세요 .

일부 제품/기능은 전문 지원팀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용 
양식을 통해 직접 제출하세요 . 
● Shopping Actions
● 판매자 프로모션
● 상품 순위 및 리뷰
● Google 고객 리뷰
● 오프라인  판매점 인벤토리  광고 온보딩/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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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google.com/google-ads/answer/7218750?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gethelp?hl=ko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contact/merchant_sales_force_cuf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troubleshooter/3380651?hl=en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contact/product_ratings?hl=en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contact/gcr_merchant_contact?hl=en
https://support.google.com/merchants/answer/3540291?hl=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