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인 백오피스
조직도에서 회원가입하기



주소입력창에
http://www.nhtkorea.com

입력

http://www.nhtkorea.com


‘회원전용 백오피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화면으로

전환



빈칸에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지금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디스트리뷰터 신청서는 가
입하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조직도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
의 조직도 확인과 신규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
를 클릭하시면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를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회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NHT Korea

본인이 후원일 경우 “본인”선택

다른 사람을 후원인으로 추천하고자 하는경우
‘기타 원하는 후원인의 회원번호를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해당ID번호를 직접 입력한다.

오른쪽의 화면이동키
를 아래로 이동시켜
“NHT Korea”를 선택

왼쪽의 사항에 동의를 하시면
오른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계속”를 클릭하여 다음

으로 넘어갑니다.



자가소비형 : Self Consuming
도소매형 : Whole sale or Retail sale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위의 활동유형 중
본인의 활동유형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으로 기제하시기 바랍
니다.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등
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숫자로만 입력한
다. (‘-’는 입력하지 않음)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주민등록
번호와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E-mail주소를 정확히 입
력한다.

배우자와 함께 등록하여 활
동하고자 할 경우, 정확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한다.

정확한 본인의 통장 정보를 입력해야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농협, 축협, 수협등 단위조합통장은 사용불가)



가입승인 중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가입완료 메시지와
가입신청인의 아이디와 이름, 설정한 비밀
번호 및 설정한 웹사이트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을 클릭하시면 등록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의 정보와 후원인을 확
인한 후 밑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서명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후원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기



주소입력창에
http://www.nhtglobal.com

입력

조직도가 아닌 자신의 웹사이
트에서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본인이 설정한 웹
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http://www.nhtglobal.com


웹사이트 설정

본인의 웹사이트 주소를 모르실 경우
본인의 백오피스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상위 메뉴 중 정보관리에 마우스를 가져가
대어 ‘웹사이트 설정’을 클릭합니다.



가입시 입력한 본인의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합니다.



주소입력창에 NHT Global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http://www.nhtglobal.com

http://www.nhtglobal.com


빈칸에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http://www.nhtglobal.com/ 자신의 웹사이트주소

http://www.nhtglobal.com/


NHT Korea

화면에 한글로 표시가 안되실
경우 우측 표시를 클릭하셔서
‘Korean’을 선택하시면 한글로
표시됩니다.

오른쪽의 화면이동키
를 아래로 이동시켜
“NHT Korea”를 선택
합니다.

왼쪽의 사항에 동의를
하시면 오른쪽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고
“계속”를 클릭하여다
음으로 넘어갑니다.



자가소비형 : Self Consuming
도소매형 : Whole sale or Retail sale

오른쪽 화살표를클릭하여 위의 활동유형 중
본인의 활동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가입회원이 들어갈 위치선정

Outer Left Leg : 최하위 좌측 레그
Outer Right Leg : 최하위 우측 레그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으로 기제하시기 바랍
니다.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민등
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입력할 경우 숫자로만 입력한
다. (‘-’는 입력하지 않음)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주민등록
번호와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E-mail주소를 정확히 입
력한다.

배우자와 함께 등록하여 활
동하고자 할 경우, 정확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한다.

정확한 본인의 통장 정보를 입력해야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농협, 축협, 수협등 단위조합통장은 사용불가)



가입승인 중



가입신청이 완료되면 가입완료 메시지와
가입신청인의 아이디와 이름, 설정한 비밀
번호 및 설정한 웹사이트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을 클릭하시면 등록신청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회원의 정보와 후원인을 확
인한 후 밑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서명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제품주문
및

온라인 결제설명



주소입력창에
http://www.nhtkorea.com

입력

http://www.nhtkorea.com


‘회원전용 백오피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화면으로 전환



빈칸에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지금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메뉴에서 “재주문” 또는
“주문이력”을 클릭.



“신규주문신청” 클릭



주문 등록정보란에서
주문한 사람의 등록정보
입력 및 확인 후
“계속”버튼 클릭.



배송정보에서 제품을 받는 사람
의 정보와 배송방법을 선택,입력

한 후 “계속”버튼 클릭



제품주문 화면에서 원하는 제품과 수량
을 선택 후 하단의 “계속”클릭

첫 주문일 경우에는 ‘비지니
스빌더 팩키지’와 ‘자가소비
자’ 항목을 꼭 확인 체크하시

기 바랍니다.



1. 온라인신용카드로 결제 할 경우 - 제
출을 클릭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감.
2.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를할 경우 - 제
출을 클릭 후 엔에이치티케이 계좌번호
로 송금함.
※단, 송금자 이름이 회원이름과 일치하
지 않을 경우 본사로 확인전화를 해야
함
3. 매장현금 결제 할 경우 – 제출을 클릭
후 매장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결제함.
4. 매장신용카드 결제 할경우- 제출을
클릭 후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결
제함.
5. 전화/팩스 신용카드 결제 – 제출을 클
릭 후 본사 영원지원부로 전화하여 전화
로 승인 결제함.

주문제품내용 확인 및
결제방법을 선택합니다.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메세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영수증보기’를 클릭하여 영수증
화면이 나오면 영수증을 프린트하

고 화면을 닫습니다.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
한 다른 결제 방법이라면 이 부분
이 마지막 단계이므로 영수증확
인 후 단계에서 말씀 드린 결제 방
법에 따라 결제를 하면 된다.



영수증 출력 후 온라인 결제를 하
기 위해서는 안내 문구를 자세히
읽은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주문한 제품의 가격과 주문번호, 
결재할 할부개월을 입력 후
‘결제하기’클릭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니시스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실 카드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 30만원이상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을 의무적으
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제하실 카드와 할부개월을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정확한 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결제할 카드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
한다.



본인확인 방법에서 “공인인
증서” 와 “휴대폰인증”
중에 선택한 후에 “확인”
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나면
인증서 암호를 누르고 확
인을 클릭한다.



이니시스로 승인이
완료되면 정보확인
에서 이메일주소
입력 후 확인을 클
릭한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된 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창이 나타난다.



회원 백오피스 설명



주소입력창에
http://www.nhtkorea.com 입력

http://www.nhtkorea.com


‘회원전용 백오피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화면으로 전환



빈칸에 아이디 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지금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로그인 첫화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디스트리뷰터 등록신청서”
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비즈니스 빌터 팩키지”를
구입하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오피스
표시이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문 및 활동이
가능한상태를 나타냄.

직접 후원한 회원 중 좌,우 각1명 이상 RBC가
활성화되면 충족.

남은 RBC활성화 유지기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최근 3주간의 볼륨
자세한 내역을 원하싷
경우 해당주기를 클릭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신규로 회원을 등록시킬 때 조직도를 이용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규회원을 배치시키는 설정입니다.
※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좌’ 또는 ’우측’은
설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 입력한 등록정보를
수정하는 메뉴입니다.

변경된 등록정보를 기재하시
고 맨 밑에 있는 “제출”을
클릭하시면 정보가 수정됩니

다.

※ 단, ‘주민등록번호’와
‘보너스 수표에 사용되는 이
름’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표시 이름’ , ‘E-mail주소’ , 
‘웹사이트 주소’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정보를 기재한 후에 “입력 정보 저장’
을 클릭해야만 수정된 정보가 적용됩니다.



백오피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곳입니다.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입력 정보 저장’을

클릭해야만 변경된 비밀번호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디스트리뷰터
등록동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지원부서로연락’을 클릭하시면 영
업지원부서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E-mail로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