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쉐프 가입 설명서 



0 브랜드쉐프 등록 순서 

브랜드쉐프 신청(무료) 

브랜드쉐프 승인 

브랜드 skin 등록 

제품등록 

레시피등록 
(전문레시피 등록추천) 

만개의 레시피 레시피 등록 순서는  
좌측 순서와 같습니다. 

 
제품등록과 레시피등록은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으며, 
레시피 등록 후 꼭! 제품과 연결시켜  

레시피 하단에 제품이 노출 되도록 하셔야 
브랜드 광고효과가 높아집니다. 

 
레시피는 전문레시피로 등록하셔야 

소비자에게 깔끔한 레시피 형태로 노출됩니다. 
(음성서비스 지원) 

  
다음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 해보세요~! 

 
 



브랜드쉐프 신청하기 



1 브랜드쉐프 가입 

브랜드쉐프 가입의  
첫번째는  

무료 가입입니다. 
 

“브랜드”를 클릭하여 
브랜드쉐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브랜드쉐프 페이지 

브랜드쉐프 페이지  
“브랜드쉐프 안내”를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브랜드쉐프 등록 시 
브랜드가 노출되는 

페이지 입니다. 

브랜드 광고 영역 



3 브랜드쉐프 가입 및 문의신청 

브랜드쉐프 입점문의 
상세내용을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내용검수 후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브랜드쉐프 꾸미기 



1 브랜드쉐프 MY 

가입이 승인되어 
이제부터 브랜드쉐프를 

“MY”를 통하여 
 

제품홍보, 레시피등록등 
다양한방법을 통하여 
홍보가 가능합니다. 



2 브랜드쉐프 Skin 등록 

좌측상단의 
카메라 아이콘을 통해 

독창적이고 개성넘치는 
스킨 등록/변경 가능 



3 브랜드쉐프 프로필 이미지 등록 

좌측 정사각형의 
프로필박스를 클릭하여 

이미지 삽입 가능 
 

대표 이미지로 등록되어 
우측상단과 “브랜드” 

대표 로고로 노출 



4 브랜드쉐프 제품 등록 

제품 등록은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가능 
 

여러 개의 제품도 
등록 가능 

 
가이드에 맞게 

이미지 및 text 삽입 

생성된 제품 리스트는  
위와 같이 생성되어 노출됩니다. 



5 브랜드쉐프 제품 상세페이지 

생성된 제품 이미지 
클릭 시 제품 상세 페이지 이동. 

수정 및 삭제 버튼 

제품과 레시피를 연결시키면 
레시피 하단에 제품이 노출됩니다. 

제품 소개와 특징을 
등록 할 수 있으며, 

 
제품 관련 레시피 등록시 

레시피 하단에 
제품 노출 



6 브랜드쉐프 레시피 등록 

레시피 등록은 
1번 아이콘 혹은 

제품상세페이지에서 
“새로운 레시피 등록”을 

통하여 등록 가능 
 

1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 
“새로운 레시피등록”을 하면 

레시피 하단에 제품이 바로 노출됩니다. 



7 레시피 등록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직접등록하기” 
“블로그가져오기” 
레시피 형태에 따라 

최대한 편리하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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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레시피 등록문의 

3가지 레시피등록안내 
 

전문레시피로 등록 
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문의 

070-4896-6415 
 

레시피를 전문레시피로 바꾸시면, 레시피가 깔끔한 형태로 제공되며 
레시피 음성서비스까지 지원받는 레시피로 노출됩니다.  
모든 레시피를 전문레시피로 올리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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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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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클릭시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습니다. 



 문의 marketing@ezday.co.kr  

감사합니다. 

mailto:marketing@ez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