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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방명록 페이지에 접속한 뒤

    ‘전자방명록 무료 이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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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명록 페이지 : https://www.visitme.app/guestbook)

전자방명록 무료 이용하기  >

무료 이용하기



1. 회원가입

2. VisitMe 파트너 등록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3.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회원가입한 아이디의 이메일 주소로

    계정 발급 메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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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1. 계정 발급 메일에서 등록한 계정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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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계정 발급 인증 안내 메일 >

2. ‘VisitMe 이용가이드’를 클릭해 사용방법을 확인하신 후

    ‘VisitMe 바로가기’를 클릭해 고객사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주세요. 

iconloop (예시)

홍길동 (예시)

visitme@iconloop.com (예시)

이용가이드 보기 ->

로그인하러 가기 -> VisitMe 바로가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시에 입력했던 계정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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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tme 고객사 사이트 | https://partner.visitme.app >

iconloop (예시)

visitme@iconloop.com (예시)

123123! (예시)



3. QR코드 및 QR포스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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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에서 ‘회사정보 관리’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메뉴 제일 하단에 있는 ‘QR코드 다운받기’ 섹션에서

    QR코드와 QR포스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왼쪽 메뉴에서 ‘방명록 옵션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4. 방명록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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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영문 항목명

국문/영문 질문

필수

노출

방문 등록 완료 화면과 방문 기록 세부 정보에서 보이는 항목명입니다.

방문 등록 화면에 보일 질문을 입력해주세요.

방문자가 필수로 답변을 입력하게 하고 싶은 항목일 경우 체크해주세요.

활성화해서 화면에 노출시키고 싶은 항목을 체크해주세요.

* 영문 항목명/질문을 적지 않으면 국문 항목명/질문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안전한 방문 등록을 위해 코로나 관련 질문을 필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설정하고 싶은 항목을 입력한 뒤,

   필수 답변 여부와 화면 노출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4. 방명록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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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휴대폰이 없는 미취학 아동 고객을 위해 ‘동반 자녀 이름 작성란’을 설정해주세요.

       보호자가 방문 등록 시, 자녀의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설정된 방명록 옵션은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고

    방문자와 관리자에게 위의 화면처럼 노출됩니다.

4. 방명록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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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등록 화면 > < 등록 완료 화면 >

< 방문 등록 정보 팝업 >

방문자 모바일 화면 관리자 웹 화면

아이콘루프

아이콘루프



1. 왼쪽 메뉴에서 ‘방명록 리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2. 오른쪽 상단에서 원하는 방문 기록 날짜를 지정하고 검색해주세요.

3. ‘리스트 다운받기’를 클릭하면 검색한 기간의 방문 기록이 다운로드됩니다.

5. 방명록 리스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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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간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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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967 px

1. ‘사용자 및 권한 관리’ 메뉴를 클릭한 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6. 관리자 계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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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정보(이메일-이름-휴대전화-부서-직책)를 입력한 뒤 등록하면

입력된 관리자 이메일로 계정 발급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6. 관리자 계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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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전용 1:1 상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