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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매출 및 감정(조회 수)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가장 적합한 "깨끗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Wish는 판매자가 외부 사이트 또는 광고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잠재적 감정(조회 수) 및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판매자가 고품질의 "깨끗

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깨끗한 이미지"는 외부 사이트 / 광고 플랫폼에서 광고 목적만으로만

사용되며 이미 업로드한 제품의 이미지 또는 이미지 순서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품질의 "깨끗한 이미지"를 선택할 경우 해당 제품은 향후 외부 사이트 또는 광고 플랫폼에서의 감정 (조회 수) 향상 기회에 대한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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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깨끗한 이미지 예시

1. 고품질, 고해상도, 제품만 나온 사진을 사용합니다.

2. 이미지 내에 제품 외에 소품이 사용되었다면 판매

되는 제품이 눈에 띄도록 합니다.

3. 배경 색 또한 흰색, 회색 또는 다른 밝은 색으로 선

택하여 제품이 눈에 띌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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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텍스트가 제품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지 마세요. 워터마크, 광고성 텍스트/로고

또는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삽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미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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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잘못된 이미지 예시

콜라주 또한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판매하는 각 제품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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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잘못된 이미지 예시

저품질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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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잘못된 이미지 예시

소비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미지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요 제품에 소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판매하는 제품보다 소품이 더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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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깨끗한 이미지 등록

새 제품 추가하면서 바로 등록 예시 제품 등록 후 목록 수정 업데이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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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깨끗한 이미지 등록

“깨끗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면 판매자 대시보드의

제품 > 모든 제품 보기 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한

로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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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가이드

위시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저가정책 보다는 아마존처럼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 셀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가상품 위주의 업체처럼 지저분한

이미지는 지양하고 깨끗한 상품사진 위주로 신뢰감을 주는 스토

어를 만들어서 높은 평점과 판매율을 높이세요.

깨끗한 상품 이미지를 사용한 스토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