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 비즈니스채널 신청하기 



① 카카오비즈니스센터 : 하단 링크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참조) 

https://center-pf.kakao.com 

 

* 기존에 가지고 계신 카카오 정보가 아닌 채

널 사용을 위한 새계정을 생성합니다. 

 

② 회원가입 클릭 후 이메일 유무확인 

기존에 카카오에 등록된 메일을 제외한 이메

일이 있을 경우 “이메일이 있습니다.”를 선택

하시고 새로 카카오 메일을 생성하시려면 “새 

메일이 필요합니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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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약관 동의 : 서비스 약관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카카오계정 정보입력 

- 카카오 계정 이메일 인증 

- 비밀번호설정 

- 닉네임 

- 생년월일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① 카카오계정 가입완료 : 시작하기 버튼을 클

릭하시거나 비즈니스센터 로그인을 통해 채널

관리자로 가입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카카오채널 관리자 가입하기 

- 이름 

- 전화번호 인증 

- 약관동의 

- 확인버튼 클릭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① 새채널 만들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리자센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새채널 

만들기” 버튼 클릭) 

 

② 채널 개설하기 

- 프로필사진 

- 배경사진 

- 채널이름 

- 검색용 아이디 

- 소개글 

- 부가정보 : 카테고리설정 

 

* 빨간색 텍스트는 필수입력란입니다.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① 채널개설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② 비즈니스 채널신청 

비즈니스를 위해 채널을 사용하고 계신 사업

자, 브랜드, 기관, 유명인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 준 채널입니다. 

정보 사칭의 위험으로부터 내 채널을 보호하

고, 비즈니스 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하여 신뢰도를 높이

고,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비즈니스 채널 뱃지 

채널의 신뢰도를 높여보세요! 

혜택 2. 검색 상위 노출 

내 채널이 우선 노출됩니다. 

혜택 3. 노출 기회 추가 제공 

카카오톡 내의 다양한 공간에서 추가 

노출됩니다. 

혜택 4. 비즈메시지 사용 

알림톡, 친구톡, 상담톡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채널 개설하기 



① 사업자 등록번호, 고유번호 입력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비즈니스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② 정보와 일치하는 서류 첨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발급기관 정

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모두 마스킹(가림처

리)하여 첨부해주세요. 

 

③ 업종별 제출 서류 첨부 

통신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

매업일 경우 신고증을 필수로 첨부해 주세요. 

이외 기타 업종별 제출 서류는 ‘참고할만한 자

료’란에 첨부해 주세요. 

 

* 비즈니스 채널 신청을 위하여 필수 서류를 

꼭 준비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재직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또는 대표자

의 신분증 

- 업종별 제출 서류 

 

 

 

 

비즈니스채널 신청하기 



① 기타 사유, 자료 입력 

비즈니스 정보의 ‘업체명’과 ‘채널 이름’이 다

를 경우 심사에 참고할만한 사유 및 기타 자료

를 입력해 주세요. 연관성 소명이 부족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참고할 만한 자료 첨부 

기타 업종별 서류, 매장 사진, 업무 대행 계약

서 등의 참고할 만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③ 인증 신청  

인증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즈니스 채널 

전환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에는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비즈니스채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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