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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greements Workflow

네트워크 합의서 작업 흐름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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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ings First: Network Agreements must be Reviewed and Accepted
첫째, 네트워크합의문이검토및수락되어야합니다. 



Publishers must click-though the links to open the network agreements before they can accept!
퍼블리셔는각각의네트워크합의문 (빨간네모) 링크를클릭하여열람후수락이가능합니다! 



Publisher Service Agreement
퍼블리셔서비스합의문



CJ Software Policy
CJ 어필리어트소프트웨어정책



Privacy Policy
개인정보보호정책



Once all links to network 
agreements have been opened and 
reviewed, publishers may continue 
to their new CJ Account. 

퍼블리셔는모든네트워크
합의문이검토및열람된후, 
새로운 CJ 계정등록과정을
계속하실수있습니다. 합의문
수락후오른쪽아래 “Continue to 
Account” 을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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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CJ’s Onboarding Checklist

CJ 어필리어트 신규 가입 체크리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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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On-boarding Checklist…

A friendly Pendo Guide 
hand-holds publishers & 
offers quick tips to get 
ahead of questions

펜도가이드는퍼블리셔
분들께가입절차에관한
간단한팁을드립니다. 



Use this button to activate Guided Tips 
at each step of the checklist. 

이버튼을클릭하시면가입
체크리스트의각단계에서안내
가이드를열람하실수있습니다. 

Use this button to return to the On-boarding 
checklist after completing steps and from else where 
in the Account Manager. 

이버튼을클릭하시면가입완료후혹은가입
절차어느단계에서도신규가입체크리스트를
열람하실수있습니다. 

Use This Button to Activate once all the on-
boarding steps are complete. Prior to hitting this 
button publisher account will have an intranet 
status of Set-Up, but will still be able to access 
Support Center documents and Client Support 
Representatives. 

가입절차를모두마치고이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버튼을누르시기전에는, 
퍼블리셔는 CJ 내부전산망에서 “셋업“ 단계로
등록이됩니다. 셋업단계에서도 CJ 지원센터의
다양한안내글열람및 CJ 지원센터안내원과
연결이가능하십니다. 



체크리스트단계

• 이메일인증
• 사용자정보입력
• 네트워크프로필입력
• 프로모션방식및퍼블리셔사이트
정보입력

• 회사세부사항및세금문서입력
• 커미션지급세부사항입력
• 몇가지도움이될수있는질문에
대한답변

완료!!

Note: 체크리스트단계는순서에상관
없이완료하실수있고, 가입절차를
한번에모두완료하실필요없습니다.  
가입절차를잠시멈추신후
돌아오시면, 중단하신부분부터다시
시작하실수있습니다! 



Just two more steps before publishers can ACT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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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Enter User Information

신규 가입 절차: 사용자 정보 입력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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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User Information

Hitting the X closes the Guide, hitting 
next moves the publisher to the next 
sub-step. Pubs can re-activate a 
closed guide by selecting the “Guide 
Me” Button at any time. 

“X“ 버튼을누르시면가이드를
닫으실수있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다음단계로가실수
있습니다. “Guide Me” 버튼을
누르시면언제든지가이드를
열람하실수있습니다. 



Complete User Form

“Edit” 연필아이콘을누르셔서
사용자정보를입력하세요. 모든
필수항목을입력후 “Save” 버튼을
눌러주세요. 



User Information Form Fields- 사용자정보입력란



Step Complete! Return to the On-boarding Checklist
사용자정보입력단계완료! 신규가입체크리스트로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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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Complete your Network 

Profile

신규 가입 절차: 네트워크 프로필 입력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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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Complete your Network Profile
네트워크프로필작성

네트워크프로필을입력하세요

퍼블리셔에대한설명을작성하고
저장해주세요. 

이입력란은광고주에게여러분이
어떠한퍼블리셔이고, 어떻게
파트너들에게트래픽을유도하는지에
(프로모션방법) 대해말씀해주실수
있는공간입니다. 광고주들은이설명
정보를보고파트너쉽진행을할것인지
안할것인지를판단할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공간은광고주들에게퍼블리셔
브랜드를어필하실수있는곳입니다! 
자신의브랜드를광고주에게간결하고, 
명확하게소통해주세요! 



A Network Profile consists of a Description, at least 1 Promotional Property and Supplemental Documents
네트워크프로필에서는간단한회사정보설명과, 최소한 1개의 Promotional Property (퍼블리셔사이트)와추가문서를작성해주시면됩니다. 



Describe Your Business to the Network, add Rate Cards or Supporting Collateral and Save
퍼블리셔분의회사정보와광고요금표혹은다른추가문서를업로드하시고저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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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Add a Promotional Property

신규 가입 절차: Promotional Property 등록
*(트래픽 소스)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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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a Promotional Property

Promotional Property를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Promotional Property 매니저를이용하여
퍼블리셔여러분이광고주프로모션에쓰일
모든프래픽소스를 (웹사이트, 어플, 
브라우저확장, 이메일, SNS 등)등록해
주세요. 

광고주프로모션에제일많이쓰일 (가장
많은트래픽을제공,유도하거나, 가장많은
실적이나는사이트) 사이트를 Primary 
Promotional Property 로등록해주시고, 만약
추가로등록하실트래픽소스가있으시다면
등록해주세요. 

Promotional Property에대해더알고
싶으시다면 “Click here”를클릭해주세요. 



Promotional Property Guided Workflow
Promotional Property 등록작업흐름

여기서는퍼블리셔여러분의트래픽소스의
(Property) 종류를선택하실수있습니다. 

(각소스는한가지종류만선택하실수있고, 
다른종류의트래픽소스또한등록하실수
있습니다. 모든트래픽소스가같은종류일
필요는없습니다.) 



하나의트래픽소스에대하여 (property) 여러
프로모션방법을선택하실수있지만, 반드시
주된프로모션방법이무엇인지선택해야
합니다. 
(컨텐츠/블로그/미디어, 쿠폰, 캐쉬백, 
리뷰/상품비교등의방법에서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퍼블리셔는자신의 Promotional Property에대해
자세한설명을입력하실수있습니다. 만약
퍼블리셔가오직한가지의트래픽소스만
(property) 있다면, 그소스를기본 Promotional 
Property로등록하셔야합니다. 

각각의소스에 (property) 대하여기본프로모션
방법을설정할수있습니다. 하나의트래픽
소스에대하여 (property) 여러프로모션방법을
선택하실수있지만, 반드시주된프로모션
방법이무엇인지선택해야합니다. 

(컨텐츠/블로그/미디어, 쿠폰, 캐쉬백, 
리뷰/상품비교등의방법에서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퍼블리셔는태그를이용하여자신의
비지니스와가장관련되거나
퍼블리셔가광고주에게제공할수
있는가치에대한키워드를태그할수
있습니다. 이태그는광고주가
퍼블리셔를검색할때사용됩니다. 
자신의비지니스와제공하는서비스를
어필할수있는태그를작성해주세요! 



Steps 1 - 6 of the Promo Property Workflow can be completed for each publisher property, only 1 Property is required for Activation
각각의퍼블리셔 Property (트래픽소스) 등록하실때 1-6 단계의 Promotional Property 작업흐름을이용하여완료하실수있습니다.
최소한 1개의 Property를등록하셔야계정을활성화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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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Enter Company Details & 

Submit Tax Forms

신규 가입 절차: 회사 정보 및 세금 문서 작성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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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정보와세금정보를입력하세요

계정정보와세금정보는지급방법
정보를입력하시기전에반드시
작성하셔야합니다. 

“계정“ 섹션에서는회사관련정보와
기능통화를선택하실수있습니다. 

“세금정보” 섹션에서는필수세금
정보를반드시제공하셔야합니다. 



계정정보를입력하세요

기능통화 (Functional Currency) 
기능통화는퍼블리셔의계정에서
재무정보를계산하고보여주는데
이용됩니다. 기능통화설정은
영구적이며,한번결정되면다시
바꾸실수없습니다. 기능통화종류를
바꾸시려면새로운퍼블리셔계정을
등록하셔햐합니다. 

지불통화는기능통화와똑같은
종류로설정하시거나다르게설정하실
수있습니다. 



Enter Tax Information based on Country of Origin
퍼블리셔의기반국가에따라세금정보를입력하세요

세금정보를입력하세요

미국: W-9 Request 
미국외지역및국가: W-8BEN Certificate 

미국외지역및국가의퍼블리셔분들께
도움이될수있는안내팁과문제해결관련
글을보시려면 “Click here”를클릭해주세요. 



Enter Tax Information Form
(US Residents)

세금정보입력란
(미국거주자용) 



Tax Information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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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Enter Payment Information

신규 가입 절차: 지불 방법 입력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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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Payment Information

Tax Info must be complete 
before Payment Info

지불방법정보를입력전, 
반드시세금정보를
입력하셔야합니다. 

세금정보를입력하세요

세금정보와지불방법정보에
입력되는이름은반드시
같아야합니다. 

세금정보란에서 “Business
Name (or Payee name)”란에
쓰인이름과지불방식란에서
“Payee/Account Holder’s 
Name”란에쓰인이름이
같아야합니다

세금정보를입력하신후, 
Payee/Account Holder’s Name이
업데이트되는데최대
24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 

이링크를클릭하시면, 
Payoneer를통해국제지불을
(해외송금옵션) 셋업하는것에
대해읽어보실수있습니다. 



Payment Information Form
지불방법정보입력란
*현재 CJ어필리어트에서는퍼블리셔커미션지불에있어직접예금 (Direct Deposit) 옵션만을시행하고있습니다. 
미국외국가및지역의퍼블리셔분들은 Payoneer와같이해외송금을 (미국에서송금) 지원해주는회사를통해직접
예금을셋업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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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oarding Step: Answer Some 

Additional Questions

신규 가입 절차: 추가 질문 답변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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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finished! 
거의다오셨습니다!
추가질문에답하셔서저희가퍼블리셔를올바른길로안내할수있게도와주세요!
처음세가지질문은반드시답하셔야합니다. 

- 현재다른퍼블리셔가가입할수있는
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습니까? 

- 현재혹은미래에브라우저확장어플혹은
툴바추가기능등의소프트웨어를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있으시다면, Support 
Center (지원센터)에서관련글을읽어보세요. 

- 인플루언서혹은다른퍼블리셔를대표하는
에이전시를운영하고있습니까? 

- 광고요금표를보유하고있습니까? 



이전질문에 “예“ 라고답하셨다면, “Learn 
More”를클릭하시어 Support Center 
(지원센터)에서관련글을읽어보세요! 



신규가입체크리스트완료후신규 CJ 퍼블리셔계정등록및활성화가완료되면
아래의스크린을보실수있습니다!! 



The Getting Started Guide … All publishers need to know, organized and easy to navigate
퍼블리셔시작안내서 – 퍼블리셔가알아야할정보들을쉽게열람하실수있게정리하여모아놓았습니다. 



Getting Started Guide Continued



If publishers still can’t find the info they 
seek, they can visit Support Center to learn 

even more. 

만약퍼블리셔가자신이원하는정보를
찾을수없다면, 지원센터를통해더많은

도움글들을읽어보실수있습니다! 



© 2020 Commission Junction LLC.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Thank you!

감사합니다! 

** 혹시 신규 가입 절차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한국 퍼블리셔 담당 매니저: 황지언 (Sabrina Hwang) Jieon.hwang@cj.com

mailto:Jieon.hwang@cj.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