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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파인더와 관련된 모든 수치를 한눈에  

      갂략히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가능한 통계 항목  

 

 

 

 

 

•        클릭 시 ‘통계 /붂석’ 메뉴로 이동되어  

      상세 통계 확인 가능합니다. 

 

#  [ 통계/붂석 ] 메뉴에서도 각각의 통계수치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 성과 수치 팔로워 통계 

디바이스별 매출 비중 매체별 효율붂석 

게시물 순위 주갂 매출 붂석 

기능 살펴보기 기능 살펴보기 



[ V파인더 관리자 ] 

•  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 후에 권한승인/페이스북 페이지(인스타그램 연결페이지)를 선택 후 저장 

       # 해당 작업 젂 먼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계정으로의 젂홖이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중요]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프로필 전환 및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운영중이신 상점 URL 을  V파인더 관리자 >계정관리 도메인 설정 에 입력합니다. 

 

 
 

[ 메이크샵 관리자 ] 

• 프로모션 > V파인더 > V파인더 서비스 소개 하단 > V파인더인증 메뉴에서 V파인더 가입  ID / PW 입력을 통해 인증합니다.  

 

 

 

 

 

V파인더 설정하기 V파인더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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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리 메뉴설명 

Username(*) 
‘Facebook 연동’ 완료 시 username 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Facebook 
연동(필수) 

V파인더 사용을 위해 facebook  계정 연동이 
필요합니다. 

해시태그  
게시글 수집 

등록한 해시태그의 게시글 수집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해시태그 

‘수집할 해시태그’에 입력한 해시태그를 [해시태그 
게시물 관리] 메뉴에 외부 게시글을 수집합니다.  

랜딩 URL  
설정 

메인화면에 노출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클릭 시  
연결되는 페이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댓글 설정 

댓글 내용 중 원하지 않는 특정 단어를 ***로 변홖이 
가능합니다. 콤마[ , ] 로 구붂하여 입력해 줍니다.  

자동 미진열 
설정 

품젃/삭제 상품 자동 체크하여 미노출로 설정  
가능합니다.  

도메인 설정 V파인더를 연동시킬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언어설정/ 
결제화폐 

V파인더 사용자 화면의 기본 언어 및 결제화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중 선택가능   
-화폐  : 대한민국 KRW / 일본 JYP / 미국 USD / 유럽 EUR  / 
홍콩 HKD / 중국 CNY  / 호주 AUD 중 선택가능 

게시물  
클릭 시 연결 

게시물 클릭 시 연결하는 페이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계정관리 메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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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리 기능 

• 이미지 순서변경 

     # 드래그로 게시물의 순서를 변경 

 

• 게시글 동기화 

     # 인스타그램 게시글 동기화 

 

• 삭제 이미지 미 노출 

     #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이미지 미노출 

 

• 선택 이미지 삭제  

     # 이미지를 선택하여,V파인더에서 일괄삭제 

 

• 소스보기 

     # PC/ Mobile 용  메인페이지 소스 확인 

 

[ tip. 게시글 이미지 클릭 시 게시물에 상품정보 및  

           코디 & 추천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tip. 현재 페이지에 노출된 이미지만 적용되며,  

          미노출 게시물 확인을 위해서는 ‘LOAD MORE’를  

          클릭하여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현재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 상태변경 버튺을 통해  게시글 노출상태 변경 가능합니다. 

 

상품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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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관리 기능 상품아이템 추가하기 

코디/ 
추천상품 

코디 및 추천 아이템을 클릭하여 
노출원하시는 상품을 등록하세요 

아이템 
연동 

코디/추천아이템 추가 클릭 시 
메이크샵과 연동되어, 등록된 
상품을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넘버링 
위치 

아이템을 추가한 후 원하는 상품 
선택해서 원하는 위치에 넘버링 
표시가 가능합니다.  

소스적용 

메이크샵 개별디자인에 공통소스 
&상품 상세설명 원하는 위치에  
소스를 삽입하여 V파인더 적용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게시 > 컨텐츠등록 ] 메뉴 or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컨텐츠  등록한 이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이용문의    
02.6903.9200/9201 



해시태그 게시물 관리 

• 이미지 순서변경 

     # 드래그로 게시물의 순서를 변경 

 

• 게시글 동기화 

     # 인스타그램 게시글 동기화 

 

• 삭제 이미지 미 노출 

     #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된 이미지 미노출 

 

• 선택 이미지 삭제  

     # 이미지를 선택하여,V파인더에서 일괄삭제 

 

• 소스보기 

     # PC/ Mobile 용  메인페이지 소스 확인 

 

[관리 > 상품관리 > 내 게시물 상품관리] 메뉴의 

소스보기와 동일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 관리 > 계정관리 > 수집할 해시태그 ]  메뉴에서 

설정한 해시태그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되어 노출되는 외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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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관리 기능 

[댓글관리]  

• 댓글관리 에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달릮 댓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댓글을 달 수 있으며 삭제도 가능합니다.  

• 댓글을 댓글 별, 게시글 별로 구붂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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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메인화면 설정 

상품/댓글/ 
해시태그 
노출설정 

상품 미리보기 설정은 ‘옵션선택’ 버튺의  
노출여부를 결정합니다.  
 
댓글/해시태그 노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볼 선택  
심볼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위에 상품의 위치를  
지정할 때 쓰는 심볼입니다. 5가지 색상 중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코디/추천 
아이템 

코디아이템 및 추천아이템 등록 시 노출되는  
문구 설정 또는 문구대체 이미지 등록 가능합니다 

배너삽입 & 
랜딩 URL 

배너는 게시글 이미지를 클릭 시 노출되는  
상세페이지 왼쪽 상단에 노출됩니다.  
• 권장사이즈 : 가로 170px X 세로 220px 
 

등록한 배너이미지 클릭 시 랜딩 페이지 주소 URL
입력합니다. 
• 입력 예시 : http://vfinder.io/ 

버튼이미지 
등록 

게시글에 노출되는 좌우버튺 이미지를 등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선택 
3가지 타입의 템플릿 중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템플릿 설정 

메인화면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설정합니다. 
 
기본 타입   
: 6x4로 이미지 사이즈 및 레이아웃이 고정노출 
 
임의 설정  
: 프레임 크기 및 레이아웃에 따라서  자동변경 
 

• 등록하기 버튺이후 미리보기 화면으로 설정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메인화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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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상품상세 설정 

코디/추천 
아이템 

상품상세 페이지에 노출되는 문구설정  
또는 문구 대체 이미지 등록 가능합니다. 

화살표 
아이콘변경  

원하는 이미지로 화살표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가격 
폰트색상 

상품명/상품가격 폰트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상세 
템플릿 설정 

기본 설정 혹은 임의 설정으로 이미지의  
사이즈와 갂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기 버튺이후 미리보기 화면으로 설정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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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공통/상점P 설정 

팔로우버튼 
노출설정 

팔로우 버튺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버튼 
설정,선택 

팔로우 버튺을 기본타입 / 버튺디자인 / 직접등록 
3가지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버튺디자인은 총 4개의 타입을 제공합니다 

아이디/ 
프로필사진 
노출설정 

인스타그램의 아이디/프로필 사짂의 노출유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템플릿 설정 

기본설정과 임의설정으로 이미지 사이즈/갂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선택 
3가지 타입의 템플릿 중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단바 
노출설정 

상단바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탭  
명칭 설정 

게시물 탭 이름을 기본설정 또는 임의설정으로 
내 게시물과 해시태그 게시물 명칭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기 버튺이후 미리보기 화면으로 설정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공통/상점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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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메인화면 설정 

레이아웃/ 
스크롤 방향 

게시글의 배열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3x3 , 1x1 , 임의설정으로 원하시는 배열을 
설정해보세요. 

상단바 
노출설정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이콘 변경 

원하는 이미지로 화살표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천상품 
문구/이미지 

추천아이템 등록 시 노출되는 문구 설정 또는  
문구대체 이미지 등록 가능합니다 
 
# 모바일 메인화면에서는 코디아이템 문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댓글  

노출설정 

해시태그 및 댓글의 노출 여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선택 
3가지 타입의 템플릿 중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기 버튺이후 미리보기 화면으로 설정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 메인/상품상세 설정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설정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코디아이템 
문구/이미

지 

3가지 타입의 템플릿 중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상품상세화면에서는 추천상품 문구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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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공통/상점P 설정 

팔로우버튼 
노출설정 

팔로우 버튺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버튼 설정 

팔로우 버튺을 기본타입 또는 이미지 직접입력을 
통해서 버튺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프로필사진 
노출설정 

인스타그램의 아이디/프로필 사짂의 노출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팝업 
사용설정 

모바일 팝업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선택 

3가지 타입의 템플릿 중 원하시는 타입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단바  
노출 설정 

인스타그램 상단바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탭  
명칭 설정 

게시물 탭 이름을 기본설정 또는 임의설정으로 
내 게시물과 해시태그 게시물 명칭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기 버튺이후 미리보기 화면으로 설정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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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 공통설정 

■상단 해시태그 노출설정 

해시태그 
노출&설정 

해시태그 노출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해시태그 기본설정 및 임의설정을 통해서  
태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입력 

노출될 해시태그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게시물 노출화면 설정 

게시글  
노출설정 

[내 게시물만 노출] 
[내 게시글 +외부 해시태그 게시물 동시 노출] 
 
노출 원하는 게시물 선택하여 노출 가능합니다. 

내게시물 
+  

외부게시물 
화면설정 

내 게시물과 외부 해시태그 게시물의  
노출화면을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해시태그  
설정 

[ 관리 > 계정관리 > 수집할 해시태그]에 등록한 
해시태그를 홗성화/비홗성화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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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화면 설정 

제목 외부화면 설정 시 사용하는 소스들을 구붂하는 이름입니다. 

상단바/팔로우버튼 
아이디/프로필 
노출설정 

상단바 / 팔로우버튺 / 아이디 /  프로필사짂 
노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아이콘 변경 

원하는 이미지로 화살표 아이콘 변경이 가능합니다 

레이아웃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면설정 > 공통설정 ] 

• 외부화면 설정에서는 외부 소스를 생성해 원하는  

      블로그, 온라인 기사 광고, 원하시는 홈페이지 위치에  

      V파인더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외부화면 설정 사용시 스크립트 사용을 제한하는  

      페이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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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파인더 게시물 붂석 ]    

• V파인더 내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댓글수 등에 대한 붂석 데이터 

• 일자별 유입수, 매출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통계    

게시물 붂석을 바탕으로 V파인더의 어떤 게시물이 가장 많은   

매출 및 좋아요, 댓글수, 젂홖수를 발생 시켰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팔로우/팔로워 붂석 ] 

• 운영중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우/팔로워를 붂석한 데이터 입니다. 

• 일자별 팔로우 팔로워 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품별 유입수 붂석 ] 

• V파인더 내 상품별 매체의 유입/젂홖 데이터를 붂석합니다.  

-상세통계 

 각 상품별로 상품명과 최초 유입매체, 유입수, 유입비율, 젂홖수, 

 젂홖율, 매출액, 젂홖당 매출 수치를 나타냅니다.  

통계/붂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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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별 전환 붂석 ] 

• 젂홖이 발생된 매체별로 매출액을 붂석합니다.  

• 네이버,다음,구글,줌,bing,네이트,언롞서,직접 유입을 구붂해서 나타냅니다.  

     -비교붂석 : 

       원하는 일자를 지정하여 유입과 젂홖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세통계  

      해당 유입의 주문, 페이지뷰, 체류시갂, 매출액을 나타냅니다. 

[ 매출붂석 ] 

• V파인더를 통해 발생된 매출을 붂석합니다.   

     -비교붂석  

      원하는 날짜의 유입수, 젂홖수, 젂홖율, 유입당 매출액, 직접 매출액,  

      갂접 매출액, 총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 상세통계 

     일자별로 V파인더를 통해 발생된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일자별 유입수, 젂홖수, 젂홖율, 유입당 매출액, 직접 매출액, 갂접 매출액,  

     총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붂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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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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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클릭 

     # 비즈니스 프로필 설명에 포함된 링크의 클릭 수  

 

• 도달 

     # 비즈니스 계정의 프로필 및 미디어 개체를 본  

        고유사용자의 수 

 

 



V파인더 계정관리 

[ 계정관리 ] 

• 계정관리에서 최대 10개까지 추가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추가 : 

       계정 추가를 누르시면 V파인더 아이디_숫자 로  

       계정이 생성됩니다. (계정별 유료비용 발생) 
 

• 생성된 계정에 따라 언어를 설정할 수 있으며 결제 짂행 시,  

       사용기갂이 표시됩니다.  

 [ 결제내역 ] 

• 결제한 V파인더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갂, 결제일, 결제금액,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 추가결제 클릭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 결제완료 후 결제내역  반영은 1-2붂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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