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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 · 로그인



마이사이트계정생성

1)  마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

로그인 (사람모양) 버튼 누르기

1. 마이사이트메인또는개인별마이사이트접속

1)  하단에 [마이 사이트 계정 생성] 버튼 누르기

2. 마이사이트계정생성버튼누르기

1

1

1

(마이 사이트 메인 화면)
- me.nuskin.co.kr

(개인 마이 사이트 화면)
- OOO.mynuskin.co.kr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계정생성

3. 마이사이트계정생성 – 본인인증 4. 마이사이트계정생성 – 생성방법선택및완료하기

1) 본인 인증 진행
-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선택

1

2

3

1) 소셜 계정 선택
-카카오톡또는페이스북선택
하여소셜인증

2) 이메일 가입
-이메일정보및비밀번호입력

3)   마이 사이트 계정 생성 완료 버튼
-정보정상입력후계정생성완료버튼
누르면, 마이사이트계정생성완료

목차로가기



로그인

1)  상단 오른쪽 [로그인] 버튼 누르기

1

1

1)  소셜 로그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마이사이트계정생성한
소셜계정선택

2

3

2)  이메일 로그인
-이메일주소, 비밀번호입력

3)  로그인 버튼 누르기

1. 마이사이트메인 / 개인별마이사이트 2. 로그인정보입력

목차로가기



| 마이 사이트 (My Site) 개설



마이사이트개설

1)  [마이 사이트 개설하기] 버튼 클릭

1) 마이 사이트 도메인 주소 입력

2) 마이 사이트 개설하기 버튼
-마이사이트도메인정상입력후누르면다음단계로이동
-기존 GWP를가지고있는회원은기존도메인주소사용가능

1. 마이사이트메인접속하기 2. 마이사이트개설안내및도메인입력

1

1

2

(마이사이트메인 : me.nuskin.co.kr)

목차로가기

3



마이사이트개설

3. 마이사이트제목및소개글입력

1) 현재 단계 소개

2) 마이 사이트 제목 입력
-한글 10자이내입력권장

1

2

3

4

3) 마이 사이트 소개글 입력
-한글 100자이내입력권장

4) 다음단계로 이동 버튼
-내용정상입력후누르면다음단계로이동

1) 뉴스킨 추천 상품
-뉴스킨관리자의추천상품을마이사이트메인에전시하고판매함
-클릭시, 상품구성을상세히볼수있음

2) 상품 직접 선택
-마이사이트메인에전시하여판매할상품을직접구성함
-상품등록가능 (최대 10개)

1

2

3

4. 추천상품(HOT PRODUCT)선택

3) 이전 단계로 이동

4) 다음 단계로 이동

목차로가기

4



마이사이트개설

5. 상품선택하기 (나만의추천상품선택)

1) 상품명 검색 영역
-상품명으로상품을검색

2) 브랜드 선택
-뉴스킨/파마넥스/빅플래닛중선택

1

4

3) 상품담기/취소
-상품담기/취소선택

4) 상품 선택 완료

2

3

1) 선택한 상품 확인 및 다음 단계 이동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개설

6. 묶음상품구성 (본사추천묶음상품선택)

1) 뉴스킨 본사 추천 묶음 상품
-본사에서구성한묶음상품을마이사이트메인에전시

2) 나만의 묶음상품 직접 선택
-마이사이트메인에전시하여판매할묶음상품을직접구성
-나만의묶음상품구성가능 (최대 10개)

1

2

1) 뉴스킨 추천 묶음 상품 선택 시, 뉴스킨 본사에서 구성
한 묶음상품을 상세 확인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개설

6. 묶음상품구성 (나만의묶음상품선택)

1) 묶음상품 직접 선택
-상품선택하기화면으로이동하여
나만의묶음상품구성가능

1

1) 나만의 묶음상품을 선택 시, 한 개의 묶음 당 제품은 5개까지 구성 가능
-총 3가지묶음상품구성가능 (묶음상품1, 묶음상품2, 묶음상품3)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개설

7. 마이사이트프로필작성

1) 대표이미지 설정
-마이사이트에노출될대표이미지설정
-찾아보기버튼누르면파일을등록할수있음

2) 이름/닉네임 설정 (필수)
-마이사이트에노출될이름/닉네임입력

3) 이메일 입력 (필수)
-마이사이트에노출될이메일입력

4) 전화번호 입력 (필수)
-마이사이트에노출될연락처입력

1

2

3

4

5

6

5)  소셜 정보 입력
-본인의소셜계정이있을시정보입력, 없으면패스가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6)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
-내용입력후다음단계로이동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개설

8. 최종입력확인

1) 도메인 확인
-마이사이트링크주소(도메인)확인
-상단연필모양은수정버튼

2) 메인 배너 영역 확인
-메인배너이미지및문구확인

3) 마이 사이트 제목 및 소개글 확인
-제목및소개글확인

4) 추천상품 확인

1

2

3

5)  묶음상품 확인

4

5

6

7

6)  프로필 확인
-오른쪽연필모양은수정버튼

7)  마이 사이트 적용하기
-마이사이트입력및수정내용적용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개설

9. 개설완료

1) 마이 사이트 가기
-마이사이트개설완료 (도메인주소확인) 
-마이사이트메인으로이동

1

목차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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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사이트메뉴

1) 마이 오피스
-개인(대표자) 정보와비즈니스(은행정보) 확인

2) 스토어 관리
-마이사이트에서이루어지는활동보여주기및나만의사이트편집가능
①회원가입초대내역
②비회원구매초대내역
③방문자접속현황
④마이사이트주소관리
⑤마이사이트편집하기

3) 1차 하위라인 관리
① 1차하위라인회원관리
② 1차하위라인주문내역
③ 1차하위라인 ARO 내역

4) 주문관리
-나의주문내역및반품내역확인

5) 실적확인

6) 나의 정기구매

7) 뉴스킨몰 바로가기

목차로가기

1 2 3

4 5

7

6



마이사이트관리

1. 회원가입초대내역 1. 회원가입초대내역

1) 회원가입 초대내역 검색
-기간(날짜)으로초대내역검색

1

2

3

2)   회원가입 초대내역 리스트
-회원가입초대내역리스트확인
-날짜별검색가능

3)   링크복사
-생성된초대링크복사가능

1) 상단 로그인 영역(사람모양) 버튼 누르기

2) 마이 사이트 관리 누르기
-마이사이트관리화면이동

목차로가기

2

1



마이사이트관리

2. 비회원구매초대내역

1

1) 비회원 구매 초대내역 검색
-기간(날짜)으로비회원구매초대내역검색

2)   비회원 구매 초대내역 리스트
-비회원구매초대내역리스트확인
-클릭하면구매초대상품리스트팝업에서확인

3)   링크복사 버튼
-생성된초대링크(주문완료전)복사가능
-이미주문완료된링크는복사불가

3. 방문자접속현황

1) 당일 방문자 접속 수
-오늘방문자접속수확인

2)   방문자 접속 현황 검색
-기간(날짜)으로초대내역검색

3)   방문자 접속 현황 리스트
-회원/비회원방문자접속현황확인

목차로가기

2

3

1

2

3



마이사이트관리

4. 마이사이트주소관리 (도메인관리)

1) 도메인 정보
-마이사이트도메인정보확인

1

2

3

2)   도메인 변경
-변경할마이사이트도메인입력후중복검사클릭하면, 
중복여부확인

3)   저장 버튼
-변경할도메인입력/중복확인후, 변경된도메인저장

5. 마이사이트편집하기

1) 수정하기 버튼
-각영역오픈쪽에연필모양버튼누르면, 해당영역수정하기화면이동

1

목차로가기



마이사이트관리

6. 페이스북메타태그

1) 페이스북 메타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사용자의마이사이트도메인인증업데이트를위한용도로메타태그의 content 영역입력

1

2

2)   업로드
-입력한메타태그업로드완료

목차로가기



| 마이 사이트 (My Site) 편집



마이사이트편집

목차로가기

1

1) 마이 사이트 관리

2

3

2) 메뉴 버튼 클릭

3) 마이 사이트 편집하기 선택

4) 마이 사이트 주소 관리 화면 접속

5) 원하는 도메인 입력 > 중복검사 > 저장

4

5

1. 도메인수정



마이사이트편집

목차로가기

1

2

1) 메뉴 버튼 클릭

2) 마이 사이트 편집하기 선택

3

3) 마이 사이트 편집하기 화면 접속

4) 수정버튼클릭 (연필모양)

2. 배너수정

4

5

6) 제품코드입력후검사
실행

7) 하단배너등록버튼클
릭후저장

7

6

5) 이미지와 큰 제목, 설명글
입력



마이사이트편집

3. 제목및소개글수정

1) 마이 사이트 제목 수정
-이전에입력했던제목을수정

2)   마이 사이트 소개글 수정
-이전에입력했던소개글을수정

3)   저장 버튼
-제목및소개글수정후클릭시, 수정된내용저장

마이사이트

1

2

3

목차로가기

1

2



마이사이트편집

4. 추천상품수정

목차로가기

2

1

1) 메인 노출 상품 유형 선택
-뉴스킨본사추천구성상품
-나만의상품직접선택

(뉴스킨 본사 추천 구성 상품은 수정 불가)

2)   저장 버튼 누르면 수정사항 완료

1



마이사이트편집

5. 묶음상품수정

1) 묶음 상품 유형 선택
-뉴스킨추천묶음상품
-나만의묶음상품중선택
-상품선택하기화면을통해상품을수정

(뉴스킨본사추천묶음상품은수정불가)

1

1

2

2)   저장 버튼 클릭으로 수정사항 저장

목차로가기

1



마이사이트

마이사이트편집

6. 프로필수정

1) 대표이미지 수정
-마이사이트에노출될대표이미지수정

2) 이름/닉네임 수정
-마이사이트에노출될이름/닉네임수정

3) 이메일 수정
-마이사이트에노출될이메일수정

4) 전화번호 수정
-마이사이트에노출될연락처수정

1

2

3

4

5

6

5)   SNS 정보 수정
- SNS 계정입력한경우수정, 입력하지
않은경우새로입력

6)   취소 버튼
-프로필수정취소 (수정한내용삭제)

7

7)   다음 단계로 이동 버튼
-내용정상입력후클릭시, 
다음단계로이동

목차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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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초대



회원가입초대

1. 마이사이트접속

1) 상단 로그인 영역(사람모양) 누르기

2) 마이 사이트 관리메뉴 팝업에서 ‘회원가입 초대‘ 클릭

목차로가기

1

2



멤버

브랜드어필리에이트

회원가입초대

1. 회원유형선택 2. 초대링크공유

1) 회원유형 선택
-초대할회원유형
-멤버 (일반회원) / 브랜드어필리에이트(디스트리뷰터)선택

1

2

2)   계속하기 버튼
-다음단계(초대링크공유화면)로이동

3)   취소 버튼
-초대링크생성취소처리후메인화면으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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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성된 링크 확인 및 복사
-생성된초대링크확인
-초대링크복사버튼누른후공유하고싶은곳에붙여넣기가능

2)   초대링크 공유 방법
-초대링크공유방법내용

3)   새로운 초대 생성 버튼
-새로운초대링크생성을위해 1단계화면(회원유형선택)으로이동

4)   완료 버튼
-초대링크생성완료후메인화면으로이동

목차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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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구매 초대



비회원구매초대

1. 마이사이트접속 2. 그룹초대또는개인초대선택

1) 상단 로그인 (사람모양) 버튼 누르기

2) 마이 사이트 관리메뉴 > ‘비회원 구매 초대‘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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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초대 또는 개인 초대 선택

2) 그룹 초대 선택 시 인원 선택 가능 (최대 20명)

3) 개인 초대는 1명만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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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가기



비회원구매초대

3. 비회원구매초대장바구니구성하기

1) 상품 선택하기 누르고 상품 선택화면으로 이동

2) 구매 초대 장바구니에 담을 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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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초대 장바구니 구성 완료 → 다음단계 이동

목차로가기



비회원구매초대

4. 메시지입력 5. 입력내용확인

1) 고객이 받을 메시지 입력 (샘플 메시지 참고)

2) 주문완료 후 전달할 메시지 입력 (샘플 메시지 참고)

구매 초대 상품 구성 및 초대 메시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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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로가기



비회원구매초대

6. 초대링크만들기 7. 구매초대링크 SNS 공유

목차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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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주문 확인하기



비회원주문확인하기

1. 마이사이트메인화면이동 2. 로그인화면하단, 비회원주문조회 3. 주문내역확인

로그인 영역(사람모양) 누르기

비회원 주문조회 누른 후, 
주문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목차로가기

마이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