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쿨핀 사업추진에 대한 공지사항(제1호)
(2021-9-04-토 : 현재)

1.공지대상 항목
(1)쇼핑몰 회원가입 : www.robotpay.biz 를 스마트폰으로 가입등록 가능
①안드로이드폰 : “크롬”에서 접속 가능
②아이폰 : “사파리”에서 접속 가능
③동명이인일 경우 : 이름뒤에 자동으로 2 또는 3, 4 번으로 순차적으로
자동 부여(예시 “홍길동3”)되어 디바 덩쿨핀 카드페이의 회원등록시 반드시 동일
한 이름으로 등록 되어야만 실시간 충전으로 페이에 충전결과 숫자가 표시 되게
되며, 특히 가상코드 선착순 배치에도 선점 할수 있게됨. 그렇지 않을경우 수작업
으로 찿고 확인하여 처리될 경우는 가상코드의 순위가 그 처리 시간만큼 늦어지는
결과가 적용 되게 됨.
④아이디는 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됨( DKABCD1234 형식으로 부여됨)
회원등록 완료후 디바 덩쿨핀 카드페이에서 반드시 “덩쿨핀”을 선택한후 회원
등록시는 내정보를 검색하여 “아이디” 옆에 붙어있는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여야만 동일 아이디로 되어 포인트를 적립 받을수 있게 됨.
아이디가 동일하지 않을경우는 디바 카드페이 회원 정보를 본사에 삭제 요청하여
삭제 되어야만 동일한 휴대폰번호를 다시 사용하여 가입 할수 있게됨.

(2)DIBA 덩쿨핀 카드페이 어플 : www.dibapay.co.kr
①안드로이드폰 : “크롬”에서 접속 가능
②아이폰 : “사파리”에서 접속 가능
③회원등록 기준조건 : 반드시 쇼핑몰 회원가입( www.robotpay.biz )시 등록된
본인 내정보와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덩쿨핀 회원으로
적용되어 포인트 적립을 받을수 있음

(3)디바 덩쿨핀 카드페이에 충전 입금 방법 절차
: 반드시 등록 회원이름으로 송금 하여야 함
①입금시는 반드시 디바 덩쿨핀 카드페이 어플을 열어서 “PAY충전” 배너를 누른후
“현금충전” 글씨를 눌러서 표시되는 ㈜에프엘넷 법인은행 계좌번호에 정확히 입금
하되, 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입금자 이름”을 어플에 등록된 이름으로 송금하
여야만 함(예시 “홍길동3”으로 회원등록 되어 있으면 “홍길동3”으로 보내야만 실
시간 가상코드가 선착순 배치되게 됨. 틀릴경우 수작업으로 확인 하여 처리 할경
우는 2-3일 정도 늦게 배치될수 있게됨.

(4)가상코드의 적용 단위 기준
①충전금액 또는 향후 카드사용시 : 1만원당 가상코드 1개 적용
(100만원일 경우 100개), 1만원 이하는 별도 적립 되었다가 1만원시 적용
②충전된 페이로 쇼핑몰에서 구매시 : 상품마다 표시된 마일리지 포인트
100원당 가상코드 1개 적용, 100원 이하는 별도 적립되었다가 100원시 적용
③적립된 쇼핑포인트로 쇼핑몰에서 구매시 : 상품마다 표시된 마일리지 포인트
100원당 가상코드 1개 적용. 100원 이하는 별도 적립되었다가 100원시 적용

2.변경 작업 대상
(1)쇼핑몰 회원등록의 이름, 휴대폰번호 등록 변경 수정 기능 정지
: 2021.9.4(토) 20시 이후
(2)동일한 회원이름은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이름뒤에 번호순번 강제 부여
: 2021.9.4(토) 20시 이후
①페이 충전입금은 쇼핑몰 번호붙은 이름으로 페이어플의 회원 이름도
본사에서 변경 완료된 이후 공지할때부터 입금 개시 하여야 자동으로
페이 충전과 가상코드 배치순서가 실시간 적용됨
(3)디바 덩쿨핀 페이 어플에 페이충전 은행계좌번호 변경 예정

: 2021.9.6(월)14시경 완료후 공지
(실시간포인트,충전 시스템에 세팅후에야 가능하므로 완료시 공지)
(4)그간 페이에 충전된 금액의 인출 가능 일정
: 2021.9.6(월)14시경 이후 공지시간부터 가능(서버 세팅완료 이후 가능)
(5)그간 페이충전으로 발생된 포인트적립 대상적용 기준 조건
: 2021.9.6(월)부터 적용되는 주간, 월간 포인트 산정에 포함하여 충전입금
날자시분초 순위를 적용하여 가상코드 갯수와 배치 순위를 적용 함.
(6)디바 덩쿨핀 회원 아이디를 임으로 등록한 회원은 본사에서 일괄 삭제하면
본인이 쇼핑몰 아이디와 이름을 동일하게 새로 등록 하여야 함
: 2021.9.6(월)16시경 완료 계획.
(7)“디바 덩쿨핀 페이 어플”에 에프엘넷 법인계좌에 입금은 했는데 현재까지
페이 어플의 충전금이 보이지 안흔 회원은 동명이인 또는 이름 다른 것 등으
로 인하여 즉시 표시되지 않고 보관되는 항목에 이름과 금액만 저장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회원은 소속 본부장님에게 보내서
①페이 아이디, ②송금시의 이름, ③등록된 이름, ④송금금액을
본사 문자, 카톡용 번호 010-2673-7991 번으로 취합하여 보내면 순서처리.

3.페이 충전시 충전금이 실시간 보이는 화면과 이름이 달라서 실시간
적용이 안되어서 보이지 않는 회원의 화면

충전은 했는데
표시없으면 본부장
이 취합해서 본사
에

100만 회원은

카톡 문자 보내서

완전 자동화로

수작업 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이름, 아이디를
정확하게 일치시켜!!

ㅂ

4.공지사항 매체
(1)네이버 밴드 : “덩쿨핀본부장”
(2)홈페이지 : www.황금알톡.com 공지사항
(3)황금알톡 어플 공지사항 : 구글 “황금알톡”
(4)카톡 단톡방 : “스마트리더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