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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마스터공식�대행사

1. 영업권 설정 요청

2. 영업권 설정 수락
마케터=멤버

대행 계약

영업권 설정이란?
내 광고 계정에 계약을 맺은 공식 대행사를 등록하는 절차

영업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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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마스터공식�대행사

1. 멤버 요청

2. 요청 승인

마케터=멤버

멤버 관리란?
대행사 마케터에게 광고 관리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영업권 알아보기

1. 멤버 초대

2. 초대 승인



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현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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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에서 설정> 광고계정 관리를 클릭

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현황 확인하기

 8영업권 관리하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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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마스터공식�대행사

1. 영업권 설정 요청

2. 영업권 설정 수락
마케터=멤버

대행 계약

영업권 설정
광고 계정 번호 공유(광고주) > 영업권 설정 요청(대행사) > 영업권 설정 수락(광고주)

영업권 관리하기02

광고계정�A�:�123456

0. 영업권을 설정할 광고 계정 번호 공유



광고계정 번호 확인하기

 10영업권 관리하기02

광고계정 관리 화면 좌상단에서 확인



광고계정 번호 확인하기

 11영업권 관리하기02

대시보드의 광고계정 정보 영역에서 계정번호 확인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2영업권 관리하기02

광고계정 관리 화면 상단 알림창에서 확인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3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4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5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6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요청 거부 기능 활용



영업권 승인/거부/해제

 17영업권 관리하기02

영업권 해제 버튼 클릭해 영업권 해제



멤버 관리하기03



멤버 승인/초대/해제

 19멤버 관리하기03

광고계정 관리에서 멤버 관리 탭 클릭 후 총 멤버 확인



멤버 요청/초대 중 멤버 확인

멤버 승인/초대/해제

멤버 관리하기03  20



이름과 카카오계정을 확인하고 수락/거부 선택

멤버 승인/초대/해제

멤버 관리하기03  21



멤버 승인/초대/해제

 22멤버 관리하기03

광고계정 관리에서 멤버 관리화면에서 초대 클릭



멤버 승인/초대/해제

 23멤버 관리하기03

초대할 멤버의 카카오계정 입력



멤버 승인/초대/해제

 24멤버 관리하기03

광고계정 관리의 멤버 관리에서 멤버 해제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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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알아보기

영업권이란? 내 광고 계정에 계약을 맺은 공식 대행사를 등록하는 절차

멤버관리란? 대행사 마케터에게 광고 관리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카카오광고�플러스친구를�추가해보세요!

�26

카카오광고�소식,�영상,�자료를�카카오톡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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