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C. 가이드

T1. 3rd 약관 조회

3rd의 약관을 조회한다.
기 가입된 사용자여부를 판별한다. ( 필요한 정보는 otp api를 호출해 가져가고, 판별은 3rd의 정책에 따른다.)
필수 약관이 없으면 회원 가입 한 것으로 처리한다.
응답으로 내려주는 약관 목록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약관목록이다.

A. Request

Body

key data 
type

desc

app_user_id String 해당 앱의 user id

otp String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url  형태로 전달, request param으로 rest_api_key https://server/otp/xxxxx/signup
전달하면 사용자 정보 전달

http header

key data type desc

os-type String android, ios, win32, mac, unknown

Content-Type String Application/json

B. Response

Body

key data type desc

status Integer 상태

message String 에러 메세지

service String 약관 동의할 서비스 이름

terms_groups ThirdPartyTermsGroup list 약관 목록

ThirdPartyTermsGroup

key data type desc

company String 약관 그룹의 회사명

required_terms_list ThirdPartyTerms List 필수 약관 목록

option_terms_list ThirdPartyTerms List 선택 약관 목록

ThirdPartyTerms

key data type desc

id String 약관 항목 ID

title String 약관 제목, 화면에 표시될 항목

url String 실제 약관 링크, 더보기 클릭 시 이동할 주소

order Integer 표시될 약관 목록 순서

relate_terms_list String List 연관된 약관 목록

status 내용 화면에 표시되는 문구

200 정상

400 예외 상황(서버 에러 등등)

https://server/otp/xxxxx/signup


method Request Response



POST

{

        app_user_id:String

(optional),

        otp : string

}

{

        status: int,

        message: String,

    service: String,

        terms_groups:

        [{      

                company: String,

            required_terms_list: [

                        {

                            i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order: int

                        },

                        {

                                i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order: int

                        },

                        {

                                i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order: int

                        }

                ],

                option_terms_list: [

                        {

                                i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order: int,

                            relate_terms_list:[

                                        String, 

String, ....

                            ]

                        },

                        {

                                id: String,

                                title: String,

                                url: String,

                                order: int,

                    relate_terms_list:[

                                String, String, ....

                    ]

                        }

                ]

        }]

}

T2. 3rd 약관 동의 저장

3rd로 직접 약관 동의여부를 저장한다.



A. Request 

Body

key data type desc

service_id String plugin을 사용하는 service ID

service_type String plugin을 사용하는 service type

app_user_id String 해당 앱의 user id

otp String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url  형태로 전달, request paramhttps://server/otp/xxxxx/signup
으로 rest_api_key 전달하면 사용자 정보 전달

agreements_groups AgreementsGroup 
list

약관 동의 항목

Agreements_groups

key data type desc

company String 약관 그룹의 회사명

required_agreements String List 동의한 필수 약관 ID 목록

option_agreements String List 동의한 선택 약관 ID 목록

http header

key data type desc

os-name String android, ios, win32, mac, unknown 

Content-Type String Application/json

B. Response

Body

key data type desc

status Integer 상태

message String 에러 메세지

result_data SignupResult 회원 가입 여부

SignupResult

key data type desc

saved Boolean 회원 가입 성공 여부

status 내용

200 정상

400 예외 상황(서버 에러 등등)

Method Request Response

https://server/otp/xxxxx/signup


POST

{

        service_id: String(optional),

        service_type: String(optional),

        app_user_id:String,

        otp : string,

    agreements_groups : [

                {

                        company : string,

                    required_agreements : [

                                String, String, String ....

                        ],

                        option_agreements : [

                                String, String, String ....

                        ]

                }

        ]

}

{

        status: int,

        message: String,

        result_data: {

                saved: boolean

        }

}

사용자 정보 요청 API(OTP API)

1. 기능

플러그인 설정에 체크한 사용자 프로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다.

2. Http Info

항목

uri  전달된 OTP Url

method GET

A. Request

requestParam

key data type desc required

rest_api_key string 프로필을 수집하려고 하는 앱의 rest api key o

Request Sample

GET /otp/XXXXXXXXX/profile?rest_api_key=yyyyyyy HTTP/1.1

Host: talk-plugin.kakao.com

B. Response

Body

key data type desc

nickname String 프로필 이름

profile_image_url String 프로필 이미지 url

phone_number String 전화번호

http://talk-plugin.kakao.com


email String 이메일

shipping_address ShippingAddress 배송지 정보

age_range String 연령대

birthyear String 생년

birthday String 생일

gender String 성별

ci String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ci_authenticated_at Date CI 인증시간

app_user_id Long 해당 앱의 user id

ShippingAddress

key data type desc

id Long 통합 배송지 ID

base_address String 기본 주소

detail_address String 상세 주소

receiver_name String 수신자 명

receiver_mobile_number String 수신자 전화번호

post_no String 구주소 우편번호

zone_code String 신주소 우편번호

Response Sample

{

"nickname" : "lukas",      

"profile_image_url" : "      https://t1.kakaocdn.net/kakaocorp/admin/main-banner/123"

      "phone_number" : "+86 10-0000-0000",

      "email" : "xxxxx@xxxxxxx.xxx",

      "shipping_address" : { "id" : "AAAAAA",

                  "base_addre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etail_address" : "H스퀘어 6층",

                "receiver_name" : "lukas",

                "receiver_mobile_number" : "+86 10-0000-0000",

                "post_no" : "111111",

                "zone_code" : "22222"

          },

      "age_range": "30~49",

      "birthyear": "19XX",

      "birthday": "XXXX",

      "gender": "male",

      "ci":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i_authenticated_at": "2017-01-20T04:37:26Z",

      "app_user_id": 10000000

}

https://t1.kakaocdn.net/kakaocorp/admin/main-banne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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