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ner 

Service Story Board  
WEB Partner 사용자 



Reversion History 

변경일자 변경내용 작성자 비고 



Structure 

Home 

Logo 수익금현황 수익금통계 수익금정산 Q&A 

로그인/로그아웃 

회원가입 

ID/PW찾기 

인트로/배너 



1. 메인 

(1) 메인페이지는 커미션 룰에 관한 설명 및 출금시간에 관한 설명을 다루도록 한다.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5 

단위업무 Main(Logo)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1. 메인페이지와 GNB상의 
“Logo”페이지는 동일 

MEMBER LOGIN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강점1 • 웹하드등록번호 : 제3-01-12-0006호, 합법적인 웹하드 사업자 

강점2 • 스마트폰, PC, 지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가능 

강점3 • 가입한 회원이 PC, 스마트폰 어디서 결제하든 결제율 인정! 

센클라우 파트너쉽 

ID 

로그인 
PW 

광고주 회원가입하기 



2. 회원가입/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1) 회원가입은 성인(만 19세이상)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로그인 되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3)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는 전화문의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7 

단위업무 

MEMBER LOGIN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ID 

로그인 
PW 

광고주 회원가입하기 

회원가입 Step1 

MEMBER LOGIN 

▣ 사업자 회원가입 

다음페이지 계속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저희 000에서 마음 놓고 광고 하십시오.  
000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 기업입니다. 
 
▶ 회원가입 
 
 
 
 
 
 
 
 
 
 
 
 
 
 
 
 
 
▶ 실명인증(19세 미만은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실명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확인 

000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약관 
 
본 약관은 000 웹사이트상에서 공시하며, 회사측의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하므로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사전 기간은 7일로 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사전 고지 기
간의 완료후 발생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000에서 운영하는 Logo 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 

▽ 

V 약관동의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8 

단위업무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회원가입완료 취소 

● 수익배분 제휴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구분 무료회원가입/어플설치 유료결제 

◎ A Type CPA(회원가입당 수수료 지급방식) 1,000원/가입당 - 

○ B Type CPS(결제회원당 수익금 배분방식) 30%/결제당 

○ C Type PC용  어플설치당 수수료지급방식 50원/설치당 - 

○ D Type 모바일어플설치당 수수료자급방식 150원/설치당 - 

 
▶ 필수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가입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해야 출금이 가능 합니다) 
 
 
 
 
 
 
 
 
 
 
 
 
 
 
 
 
 
 
 
 
 
 
 
 

광고주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이메일 

연락처                                   (-없이 숫자만 입력) 

중복확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1.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자동
로긴 후 “메인페이지”로 이
동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9 

단위업무 

MEMBER LOGIN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ID 

로그인 
PW 

광고주 회원가입하기 

1. 아이디와 비번은 출금 보안
상 반드시 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진행 하도록 한다.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아이디/비번찾기 

고객센타 또는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3. 수익금 현황 

(1) 일자별 수익금 현황 

 

(2) 시간대별 수익금 정산 

 

 “수익금 현황”메뉴는 파트너의 수익금현황을 일자별, 시간별로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이다.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11 

단위업무 

① 마케팅 시점으로 부터 현재
까지의 전체 가입자, 가입수
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를 표기한다. (단, 결제 후 
취소된 금액을 반영한 실제 
결제율을 표현하도록 한다) 

 
 
② 당월의 현재 날짜까지 일자

별 통계를 List Up 한다. 
 
 
③ 해당일자를 클릭시 해당 일

자의 시간별 통계를 보여 주
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 다
음페이지에서 상세 UI확인
요망. 

수익금현황 > 일자별 수익금 현황 

MEMBER LOGIN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 수익금현황 > 일자별  (※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시간대별 상세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전체수익금 

회원가입 가입수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PC어플 안드로이드어플 

전체수수료 
설치 수수료 설치 수수료 

8,038 0 185(2.3%) 1,000(20%) - - - - 10,449,000 

검색 ~ 년 월 2011 ▼ 03 ▼ 01 ▼ 일 년 월 2011 ▼ 03 ▼ 31 ▼ 일 

날짜 

회원가입 결제 광고수수료 

클릭 가입수 가입율 전체결제수 첫결제(결제율) 가입 결제 
PC어플 
설치 

안드로이드 
어플설치 

수수료합계 

2011-03-31 10 1 10% 1 1(100%) 1 1 1 1 1,500원 

2011-03-30 0 0 0% 0 0(0%) 0 0 0 0 0원 

2011-03-29 0 0 0% 0 0(0%) 0 0 0 0 0원 

2011-03-28 0 0 0% 0 0(0%) 0 0 0 0 0원 

. . . . . . . . . 

. . . . . . . . . 

2011-03-01 0 0 0% 0 0(0%) 0 0 0원 

① 

② 

③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총계 

회원가입 결제 광고수수료 

클릭 가입수 가입율 전체결제수 첫결제(결제율) 가입 결제 
PC어플 
설치 

안드로이드 
어플설치 

수수료합계 

10 1 10% 1 1(100%) 1 1 1 1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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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수익금현황 > 시간대별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 수익금현황 > 시간대별      << 일자별 통계보기 

▶ 전체수익금 

검색 년 월 2011 ▼ 03 ▼ 31 ▼ 일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회원가입 가입수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PC어플 안드로이드어플 

전체수수료 
설치 수수료 설치 수수료 

8,038 0 185(2.3%) 1,000(20%) - - - - 10,449,000 

날짜 

회원가입 결제 광고수수료 

클릭 가입수 가입율 전체결제수 첫결제(결제율) 가입 결제 
PC어플 
설치 

안드로이드 
어플설치 

수수료합계 

2011-03-31 10 1 10% 1 1(100%) 1 1 1 1 1,500원 

2011-03-30 0 0 0% 0 0(0%) 0 0 0 0 0원 

2011-03-29 0 0 0% 0 0(0%) 0 0 0 0 0원 

2011-03-28 0 0 0% 0 0(0%) 0 0 0 0 0원 

. . . . . . . . . 

. . . . . . . . . 

2011-03-01 0 0 0% 0 0(0%) 0 0 0원 

2011-03-31 

회원가입 결제 광고수수료 

클릭 가입수 가입율 전체결제수 첫결제(결제율) 가입 결제 
PC어플 
설치 

안드로이드 
어플설치 

수수료합계 

총계 10 1 10% 1 1(100%) 1 1 1 1 1,500원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4. 수익금 통계 

 “수익금 통계”메뉴는 파트너의 누적 수익금통계를 메뉴이며 실제 결제자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14 

단위업무 

① ‘월별 누적현황’의 해당 일자 
누적현황을 보여 주도록 한
다. 

 
② 가입자 상세현황에서는 현재

까지 가입된 회원을 보기와 
같 최근순 으로 10명씩 보여 
주며 페이지 넘김 처리를 한
다. 

수익금통계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 수익금현황 > 일자별  (※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시간대별 상세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총 누적현황 

▶ 월별 누적현황 검색 년 월 2011 ▼ 03 ▼ 

▶ 일별 누적현황 

① 
검색 일 31 ▼ 

▶ 가입자 상세현황 

번호 아이디 일자 결제방법 결제금액 결제수수료 

1 Bix*** 2011-03-31 신용카드 9,900원 0원 

2 Abc*** 2011-03-31 신용카드 9,900원 0원 

3 *** 2011-03-31 신용카드 9,900원 0원 

②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회원가입 가입수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PC어플 안드로이드어플 

전체수수료 
설치 수수료 설치 수수료 

8,038 0 185(2.3%) 1,000(20%) - - - - 10,449,000 

회원가입 가입수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PC어플 안드로이드어플 

전체수수료 
설치 수수료 설치 수수료 

5,038 0 85(2.3%) 1,000(20%) - - - - 5,449,000 

회원가입 가입수수료 전체결제 결제수수료 
PC어플 안드로이드어플 

전체수수료 
설치 수수료 설치 수수료 

138 0 5(2.3%) 1,000(20%) - - - - 49,000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5. 수익금 정산 

 “수익금 정산”메뉴는 파트너의 누적 실적에 해당 되는 금액을 출금 신청하는 기능이다.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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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출금 신청중인 경우 
    “신청하기 버튼” 비활성처리 
 

수익금 정산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 수익금현황 > 일자별  (※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시간대별 상세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 전체수익금 

신청일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2011-03-30 2011-03-31 2,000,000 국민은행 000-00-000-00 홍길동 

2011-04-29 2011-03-30 3,000,000 국민은행 000-00-000-00 홍길동 

▶ 수수료신청  

총 누적 수수료 6,000,000원 

지급받은 수수료 5,000,000원 

진행중인 수수료 0원 

신청가능 금액 
(어제까지의 실적) 

1,000,000원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금액 

이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                           소득세3.3%공제  ○ 

(누적결제율 3.3%) 신청하기 

•진행중인 수수료가 있는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누적결제율이 1.5% 이상이여야만 수익금 정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실적금액을 매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화요일 6시 이전 일괄  입금 처리해 드립니다. 
 (휴일의 경우 다음날 입급처리 됩니다.) 
•가입자와 은행계좌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입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지는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며 개인의 경우 소득세 3.3%를 공제한 후 입급 처리 됩니다.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가입자 정보와 예금주정보가 불일
치 합니다. 확인 후 다시 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누적결제율 1.5% 미만 입니다. 결
제율 도달 후 재 신청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입자정보와 예금주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결제율 미도달 경우 



6. 인트로/배너 

(1) 링크가져가기 

 

(2) 배너가져가기 

 

(3) 스마트폰링크가져가기 

 

(4) PC용 어플설치 링크가져가기 

 

 (5) 안드로이드용 어플설치링크 가져가기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18 

단위업무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배너가져가기 

인트로/배너 > 링크가져가기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링크가져가기 

• 디스플레이 검색 인트로 

제목을 입력하고 코드를 복사해 주세요 

미리보기 코드복사 

인기키워드를 디스플레이 검색 인트로를 통해 사용해 보세요 

• 장르별 인트로 

http://intro..com/?joinid=blue92&ct2=MOV 

미리보기 코드복사 

장르별 인터로 페이지를 선택하여 를 홍보해 보세요 

⊙영화  ○드라마   ○쇼프로   ○해외드라마  ○애니  ○게임  ○준성인  ○종합인트로  ○회원가입페이지바로이동   
○메인 바로가기 

• 카테고리별 인트로 

http://intro..com/?joinid=blue92&ct2=MOV 

미리보기 코드복사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자료를 각 카테고리별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TV   ○애니  ○만화  ○유틸  ○도서  ○교육  ○스마트폰   ○휴대기기  ○전체카테고리 

•  검색인트로 

홍보할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미리보기 코드복사 

에서 실제 검색되는 자료를 홍보 할 수 있습니다 

①
  

① 

영화검색 인트로 
드라마검색 인트로 
쇼프로검색 인트로 
해외드라마검색 인트로 
애니검색 인트로 
게임검색 인트로 
준성인검색 인트로 
종합검색 인트토 

▼ 

※ 인트로 예제 시안은 별도로 
전달해 예정이며 인트로 화
면의 다음 스텝은 모두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PC용어플설치링크 안드로이드용어플설치링크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다음페이지 계속 

홈보할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19 

단위업무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배너가져가기 

인트로/배너 > 링크가져가기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링크가져가기 PC용어플설치링크 안드로이드용어플설치링크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 윈도우 탐색기 검색 인트로 

http://intro..com/?joinid=blue92&ct2=MOV 

미리보기 코드복사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자료를 각 카테고리별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TV   ○애니  ○만화  ○유틸  ○도서  ○교육  ○스마트폰   ○휴대기기  ○전체카테고리 

※ 미리 보기를 할 경우 해당 링
크웹페이지를 윈도우 탐색
기 처럼 표현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20 

단위업무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배너가져가기 링크가져가기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배너선택(※ 원하는 배너를 클릭하면 소스가 자동 복사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배너 A 

Size :  800X100 

배너 B 

Size :  800X100 

배너 C 

Size :  800X100 

배너 D 

Size :  800X100 

배너 E 

Size :  800X100 

인트로/배너 > 배너가져가기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PC용어플설치링크 안드로이드용어플설치링크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배너 클릭시 아래와 같은 알럿 메시지 출력 



문서명 Ver. 

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21 

단위업무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링크가져가기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인트로/배너 > 스마트폰 웹링크가져가기 

배너가져가기 

* 스마트폰 링크가져가기 

http://m..com/?ad=blueblue92 복사하기 

 만의 특별한 기능!  스마트폰 링크가져가기! 
 

1. 사업자 및 스마트폰웹, 앱 운영자 
     - SMS, 푸시알림, 스마트폰 배너를 통해 를 홍보해 보세요. 
 
2.  개인사용자 
     - 카카오톡, 네이버라인 친구에게 한번에  스마트폰 URL을  전송하고 회원가입 유치를 해 보세요! 

스마트폰용 배너다운받기.zip 

* 체험 해보기( ※ 무분별할 사용 방지를 위해 일 3회까지만 허용 합니다) 

URL발송 

PC용어플설치링크 안드로이드용어플설치링크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9.7x9.7
cm 

* QR코드 이미지 저장하기(jpg) 

저장하기 
6.2x6.2

cm 
3.7x3.7

cm 
1.8x1.8

cm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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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22 

단위업무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안드로이드용어플설치링크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링크가져가기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인트로/배너 > 스마트폰 링크가져가기 

배너가져가기 

* PC용 어플설치링크 가져가기 

http://www..com/?ad/pcap=blueblue92 복사하기 

PC용어플설치링크 

※ 링크방식이 아닌 직접 배포를 원하실 경우 Q&A게시판에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배포용 어플리케이
션을 보내드립니다.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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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23 

단위업무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링크가져가기 

Logo   |  수익금현황  |  수익금통계  |  수익금정산   |   인트로/배너  |   Q&A   |    

인트로/배너 > 스마트폰 링크가져가기 

배너가져가기 

* 안드로이드용 앱설치링크 가져가기 

http://www..com/?ad/pcap=blueblue92 복사하기 

스마트폰웹링크가져가기 PC용어플설치링크 안드로이드용앱설치링크 

9.7x9.7
cm 

* QR코드 이미지 저장하기(jpg) 

저장하기 
6.2x6.2

cm 
3.7x3.7

cm 
1.8x1.8

cm 

안드로이드폰용 배너다운받기.zip 

MEMBER LOGIN 

blue92님 안녕하세요. 
최근접속:2011-03-29 16:28:25 

 
쪽지알림(1) 

 
회원정보수정 로그아웃 



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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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스토리보드 1.1 작성팀/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구분 

디렉토리 

8/21/2013 

사용자 페이지 Page 25 

단위업무 Q&A > List 

실시간 라이브 메신져 

000실장 :  
000@@LIVE.CO.KR 

메신저 주소 복사하기 > 

 

불법스팸메일, 불법게시판, 

불법자동등록 등 

불법광고는 

일절 금지합니다. 

파트너 유의사항 

Copyright © 2012  .com, All Rights Reserved. 

▣ Q&A 

No 제목 아이디 작성일 조회수 

공지 공지사항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영자 2011-03-31 100 

공지 공지사항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영자 2011-03-31 100 

공지 공지사항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영자 2011-03-31 100 

1 질문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Bbc*** 2011-03-31 1 

2 [Re]답변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영자 2011-03-31 1 

3 질문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Bbc*** 2011-03-31 2 

4 [Re]답변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영자 2011-03-31 1 

5 질문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Bbc*** 2011-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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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bestpartn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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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처리는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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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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