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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치타다이렉트란?
ㆍ개인정보 인증없이도 자동차보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ㆍ타사와 달리 즉시 비교 가능합니다.
ㆍ전체 보험사별로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ㆍ원하는 보험사와 다이렉트로 보험체결이 가능합니다.
ㆍ1초 꿀잡 회원 전용 자동차보험 홍보용 사이트
※ 일부 보험사의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DVANTAGE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1초 꿀잡
ㆍ홍보인 코드 발급
ㆍ개별 코드 발행으로 홍보인 자격 취득
ㆍ보유코드로 치타다이렉트 사이트 분양
ㆍ고객 납입 보험료의 4% 홍보비 지급
ㆍ각 홍보인 홍보비 추가 1%를 추천인에게 지급
ㆍ보험사별 유입, 체결, 정산, 홍보비 내역 제공

치타다이렉트 강점
ㆍ자동차보험 홍보용 사이트
ㆍ보험 권유 전화없이 견적 비교
ㆍ개인정보 인증없이 사용 가능
ㆍ전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가능
※ 일부 보험사의 경우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UMMARY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1초 꿀잡

치타비교 다이렉트

차량보유자

1CHO

22CHO

USER

코드 발행

코드 활용
견적 산출

가입 유도

ㆍ1초 꿀잡에서 홍보인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본인만의 코드가 생성 되어집니다.
ㆍ본인의 코드로 22초 치타 다이렉트 도메인이 생성 되어집니다.
ㆍ본인의 도메인을 홍보하여 치타비교 다이렉트를 홍보 합니다.

PROCESS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ㆍ본인의 코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ㆍ카카오톡, 라인, 문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을 통해 홍보 합니다.
ㆍ본인의 코드를 통해 체결된 자동차보험 홍보비를 정산해 드립니다.

22cho.kr/c/ef-gh-ij-kl

22cho.kr/c/mn-op-qr-st

22cho.kr/c/12-34-56-78
22cho.kr/c/ac-eg-uv-xz

1cho.kr

22cho.kr/c/aa-bb-cc-dd

22cho.kr/c/ac-eg-uv-xz

22cho.kr/c/de-ac-er-as

22cho.kr/c/ab-cd-ef-gh

PROCESS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ㆍ추천인 제도를 통해 추가 홍보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ㆍ1초 꿀잡(1cho.kr)에 가입하시면 2개의 코드가 생성됩니다.

ㆍ2개의 코드중 1cho.kr 시작되는 코드는 홍보인 모집 코드입니다.

ㆍ해당 코드를 통해 홍보인으로 가입 유도하시면 추천인으로 설정됩니다.
ㆍ추천인은 홍보인 수 만큼 추가 홍보비를 드립니다.
( 본인 홍보비 4% + 각 홍보인 홍보비 추가 1% )

홍보인 4%

홍보인 4%

홍보인 4%

추천인

(4% 홍보비 +
각 홍보인 홍보비의
추가 1% )

홍보인 4%
홍보인 4%

ㆍ추천인은 위와 같이 총판에 위치하며 홍보인코드를 통해 홍보인으로 등록되신 분은
영업인명으로 구분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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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 4%

BENEFIT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치타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혜택
고객 사은품 및 혜택

① 가장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료를 선택 후 가입 가능
② 카드사별 주유권등 사은품 지급 ( 카드사별 상이 )

③ 자동차보험 납입 금액 40만원이상 가입시 고급 재생크림 지급

총판 및 홍보인 혜택

① 월 납입 보험료 기준 4% + α 홍보비 지급
② 익월 30일 홍보비 지급

Q&A
치타비교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보험

Q
A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Q
A

자동차보험을 잘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냥 지인이나 소속회원에게 온라인자동차보험 URL만 홍보하고 선택은 고객이 합니다.

Q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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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영업이 아니라 온라인자동차 보험 홍보만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홍보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홍보는 카톡, 메일, 블로그, 페이스북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며 본인의 URL홍보와 공유를 통해 고객이 자동차보험을 체결하면
등록된 통장으로 익월 말일까지 정해진 광고료가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가입한 고객이 사고가 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사이트에 가입한 보험회사 대표번호로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고는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안내한 내용이 아니고 임의대로 허위, 과장광고는 제재를 받습니다.

고객사은품 지급기준과 방식이 궁금해요?
보험가입한 사이트에서 신청한 고객에 한해 택배발송하며 계약사 갱신계약 및 2개월내 해지등 미지급 조건 참조바랍니다.
입사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홍보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홍보단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홍보는 가능하며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해야 하나 필요에 의해서는
회사와 구두승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OW TO USE
코드발급

1초 꿀잡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홍보인 고유코드가 생성됩니다.

1cho

ㆍ파랑색 코드는 같은 홍보인을 모집하실때 쓰는 코드입니다.
ㆍ노랑색 코드는 치타비교 다이렉트를 통해 자동차다이렉트 보험을 홍보하실 코드입니다.

HOW TO USE
코드활용

카톡 홍보 메뉴를 선택하시고 고객에게 홍보하기를 따라하세요.

1cho

내용 복사 코드를 클릭하시거나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OW TO USE
코드활용

복사하신 코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 문자에 붙여넣기 하세요.

1cho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문자에 붙여넣기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HOW TO USE
코드활용

받으신 코드를 다양한 채널에 붙여넣으세요.
http://22cho.kr/c/(고유코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1cho

HOW TO USE
정산

본인의 코드로 체결된 자동차보험은 실적 확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cho

치타다이렉트 홍보비 정산은 익월 30일에 지급됩니다.

A. (07295)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1초 MANGO
꿀잡
HOUSE
http://www.1cho.kr

010-4860-2690

MANGO HOUSE CO., Ltd.

MANGO
HOUSE

http://www.22cho.kr

기획팀 / 차장

010-3277-4566

망고하우스�주식회사 | MANGO HOUSE CO., Ltd.

MANGO
HOUSE

MANGO
HOUSE

010-2540-6163

MANGO HOUSE CO., Ltd.

F. 02.2678.6220
e.co.kr E. sun2k@naver.com
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마케팅팀 / 파트장

감사합니다.
장 정 문

010-9978-5701

망고하우스�주식회사 | MANGO HOUSE CO., Ltd.

MANGO
HOUSE

MANGO
HOUSE

F. 02.2678.6220
e.co.kr E. ledmaskall@naver.com
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마케팅팀 / 차장

김 형 준

010-7177-9195

망고하우스�주식회사 | MANGO HOUSE CO., Ltd.

F. 02.2678.6220
T. 02.2166.0694
H. www.mangohouse.co.kr E. ledmaskall@naver.com
A. (07295)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010-3277-4566

F. 02.2678.6220
e.co.kr E. infototal@naver.com
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F. 02.2678.6220
T. 02.2166.0684
H. www.mangohouse.co.kr E. mooni0926@daum.net
A. (07295)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MANGO HOUSE CO., Ltd.

MANGO
HOUSE

T. 02.2166.0674
F. 02.2678.6220
H. www.mangohouse.co.kr E. infototal@naver.com
A. (07295)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F. 02.2678.6220
e.co.kr E. mini7949@naver.com
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7층

MANGO HOUSE CO., Ltd.

이�승�희

치타다이렉트

MANGO
HOUSE

망고하우스㈜ | 사업자번호 : 107-87-58935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92 대소빌딩 6층
이메일 : youni2u4u@naver.com | 연락처 : 02-2166-0694 | 010-5833-7767

MANGO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