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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트너 신청

1. ORGN MIND 아카데미 회원가입
파트너 신청을 위해선 ORGN MIND 아카데미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https://www.orgnmind.com/user_register/
회원가입 링크

https://www.orgnmind.com/user_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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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작성

일반 회원 -  아이디 또는 이메일 입력
소셜 연동 회원 - 연동된 이메일 입력

상품 공유 링크의 슬러그에 사용될 ID 입니다.
       예) 링크 ID : DRGNLAKE
              공유 링크: https://www.orgnmind.com/?pt_id=DRGNLAKE

20자 이내로 적어주세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기호(-),(_)만 입력 가능합니다.

ORGN MIND 계정 작성법

링크 ID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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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유형 선택
※ 법인/개인사업자 - 수익 금액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확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예시) 수익금액이 1,000,000원 일 경우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개인 - 수익에서 사업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3.3%를 제한 금액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01. 파트너 신청

4. 필수 서류

 커미션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개인사업자)

1.
2.

  파트너 신청 양식에 있는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01. 파트너 신청

5. 활동 채널 입력

6. 최종 승인

7. 파트너스 센터 로그인

파트너 승인 검토에 확인되며, 채널 규모에 따라 가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입력 시 최종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영중인 채널을 한 가지 이상 입력합니다.

최종 승인 검토 과정에서 입력하신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약관상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으며, 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반려 메일을 통해 상세 반려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완 사항을 답장으로 보내주시면 재검토하여 최종 승인이 가능합니다.

최종 승인 여부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ORGN MIND 아카데미에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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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생성
공유하고자 하는 ORGN MIND 상품 페이지에 접속하여 URL을 복사합니다.

파트너스 센터에 접속하여 메인 홈의 상단 [파트너 링크 생성]에 복사한 URL을 붙여넣습니다.

[링크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 후, 하단에 생성된 파트너 링크를 복사하여 공유합니다.

1.

2.

3.



수익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분기 기준으로 익월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바로 전 영업일에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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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준

정산 일정

ORGN MIND 파트너스에서 생성한 URL을 통해 발생한 거래액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거래 실적 인정 기준은 [파트너님의 URL을 통해 접속한 시간 기준 24시간 내] 입니다.

*수익 지급 시 취소 및 반품된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수익 월 지급일

1분기 (1~3월) 4월 셋째주 월요일

2분기 (4~6월) 7월 셋째주 월요일

3분기 (7~9월) 10월 셋째주 월요일

4분기 (10~12월) 1월 셋째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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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일정
수익 발생 분기

 

익월 셋째주 월요일 지급

 



THANKS
ORGN MIND PARTNERS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