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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 계정 대한 인증 강화와 단일계정을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 되는 보안 이슈 및 계정 관리의 불편함을 해결 하고자  

IP기반 본인 인증(SMS) 프로세스 도입과 

복수관리자(일반관리자) 기능을 제공 합니다.

운영 변경사항

- 입점사 계정은 마스터/일반 관리자로 구분을 합니다. 

- 기존에 사용하시던 계정은 자동으로 admin 마스터 관리자로 등록이 됩니다. 

-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일반관리자를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SMS인증은 최종 로그인 IP가 달라졌을 때만 추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 계속 동일 IP에서 근무 하시면 추가 SMS 인증 없이 바로 로그인 됩니다.

변경된 입점사 계정방식 안내



마스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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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를 선택합니다.

01-1 .  마스터관리자 로그인

사용하시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admin’을 입력합니다. 
입점사 마스터 계정의 사용자 ID는 admin 으로 기본 설정됩니다.

사용하시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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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MS 미인증 계정 
로그인을 누르시면 SMS 인증단계로 넘어갑니다.

2.기존 SMS 인증계정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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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확인을 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01-1 .  마스터관리자 로그인 (SMS 미인증 계정일 경우)

SMS 미인증 계정일경우

- SMS 미인증일경우 최초 1회 인증단계가 필요합니다. 

- SMS인증은 최종 로그인 IP가 달라졌을 때만 추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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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  마스터관리자 사용자 관리

마스터 관리자만 일반관리자의 사용 여부,사용자 추가/ 삭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01-2 .  마스터관리자 사용자 관리

사용자(일반 관리자) 등록시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중복이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일반 관리자)가 추가되었을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 목록에서 최종 접속 시간 IP 가 노출됩니다.

01-2 .  마스터관리자 사용자 관리



일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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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사를 선택합니다.

02-1 .  일반 관리자 로그인

사용하시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마스터 관리자에서 등록한 일반 관리자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마스터 관리자에서 등록한 일반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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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MS 미인증 계정 
로그인을 누르시면 SMS 인증단계로 넘어갑니다.

2.기존 SMS 인증계정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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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자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확인을 합니다.

연락처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요청합니다.

02-1 .  일반 관리자 로그인 (SMS 미인증 계정일 경우)

SMS 미인증 계정일경우

- SMS 미인증일경우 최초 1회 인증단계가 필요합니다. 

- SMS인증은 최종 로그인 IP가 달라졌을 때만 추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01

02

일반관리자



02-2 .  일반 관리자 개인정보수정

일반 관리자는 자신의 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