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마이폰 주소 : http://www.pdrphone.co.kr
판도라 마이폰 회원가입 절차 :
1) 판도라 마이폰 주소로 들어와서 왼쪽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누른다.
2)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한다.
3)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를 다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4) 회원가입을 하면 왼쪽 메뉴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가입승인대기중입니다.’라고 뜬다.

5) 회원신청이 완료되면 판도라 플랫폼에 가입승인 요청을 합니다.
6) 판도라 플랫폼이 판도라 마이폰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회원으로 승인하면 회원이 됩니다.
7) 이제 회원 승인된 회원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판매수당 :
* 판매수당에 관한 상세 문의 : 010-5707-0700

(핸드폰 수당 확인)
판매수당 표에서 프라임은 10, 스탠다드는 5, 슬림은 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 스탠다드, 슬림은 요금제
의 이름입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금제를 보
시면 5G슬림, 5GX 스탠다드, 5GX 프라임, 5GX 플래티넘이 있습니다. 여기서 5GX 프라임을 고객이 선택하여
개통을 하면 판매수당이 1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GX 플래티넘처럼 가장 비싼 요금제이고 프라임 요
금제보다 상위 요금제는 프라임과 수당이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각 수당은 부가세포함 금액이며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핸드폰 컨설팅창 요금제 확인)

핸드폰 개통 절차 :
1) 고객이 원하는 통신사 SKT / KT / LGU+에서 원하는 곳으로 클릭합니다.

2) 예제로 갤럭시S20 개통진행을 보겠습니다. 갤럭시S20로 접수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 이용하고 잘 모를 경우 튜토리얼 버튼을 클릭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왼쪽 창을 컨설팅이라 부르고 오른쪽은 요금계산기라 부르겠습니다. 컨설팅에서 할인유형부터 차근차근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하여 클릭을 해줍니다.

* 할인유형이 무엇인지 공시지원(공시지원금 할인), 선택약정(선택약정 할인)등이 궁금하시면 ? 마크를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 더 세세하고 많은것들이 궁금하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있는 채팅창 마크에서 대화시작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채팅마크 확인)
4) 컨설팅이 끝나면 요금계산기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단말기요금, 통신요금, 청구금액 등을 고객에게
알려줍니다. 요금은 컨설팅에서 바뀔때마다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면서 최적의 요금제를
고객에게 찾아줍니다. 컨설팅이 끝나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가입신청서 작성 페이지)
5)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고 인지를 해가면서 작성을 합니다.

(가입신청서 주의사항 확인)
6)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문코드가 생성되고 주문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완료 후 주문코드 생성)
7) 왼쪽 메뉴에서 주문조회 버튼을 누르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진행상태에서 핸드폰
개통진행상황을 알 수 있으며 핸드폰 개통점에서 30분 이내에 전화가 올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를 서로 재확인한 후 휴대폰 발송시간과 배송도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평균 오후 4시 접수건까지 재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을 완료하고 배송 가능합니다.

(주문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