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P.HUVLE.COM
사용자 매뉴얼



Step 1. 접속

• 초기화면

• 접속 URL : https://ssp.huvle.com

https://ssp.huvle.com/


Step 2. 회원가입

① 이메일 주소 입력

② 이메일로 인증 키 발송

③ 이메일로 발송된 인증키 입력

④ 패스워드 입력

⑤ 패스워드 확인

⑥ 연락처



Step 3.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된 이메일 정보 입력 후 Reset Password 입력시 메일로 초기화된 비밀번호가 전송됩니다.



Step 4. Management – 로그인 첫 화면

Date : 등록 일시

Type : App or Web

Media Name : 앱 or 사이트명

Bundle(Site) : 패키지명 or 사이트 URL 

CID : 매체 ID

Platform : 플랫폼 정보

Inventory : 광고 개수

USE : 활성화 여부



Step 5. Management – 등록 화면

E-mail : 사용자 정보

CId : 매체 ID 

Platform : 해당 매체 플랫폼

USE : 매체 활성화 여부

Media : 미디어명 (앱명 or 사이트명)

Pkg : 앱 패키지 정보 or 사이트 URL 

Category : 앱 / 사이트 관련 카테고리 (1개 이상 선택 필수)

Inventory : 광고 영역

ZoneId : 광고 영역 ID

Fullscreen : 광고 Fullscreen 여부 (현재 미지원)

Size : 광고 Size (동일 Size 광고 여러 개 생성 불가)



Step 6. Management – 조회 화면 (1)

Media USE : 매체 활성화 여부

Inventory USE : 광고 영역 활성화 여부

* 광고 영역 비활성화시 샘플 광고 노출

* 매체 비활성화시 광고 영역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전 광고 샘플 광고 노출

* 샘플 광고 노출은 노출수, 클릭수 등 데이터 집계 미지원



Step 7. Management – 조회 화면 (2) Web 

하단 스크립트에서 %ZoneId% 식으로 된 정보를

상단 정보 참조, 치환하여 스크립트 적용

예) 
HuvleAdJs.Load({
“id” : “%ZoneId%”    “id” : “Zgqmo01769”



Step 7. Management – 조회 화면 (3) App

인앱SDK Guide 클릭시 Guide URL(http://api.huvleview.com/ko/guideinapp.html) 호출, 해당가이드참조



Step 8. Report – 광고 Report

* Default : 일자 기준 전체 합계 리스트

* SelecBox에서 매체 / 광고 영역 선택시 매체 / 광고 기준 리스트 조회 가능

Date : 일자

AD Request : 광고요청수

Impression : 노출수

Fill Rate(%) : 요청대비 노출 비율

Clicks : 클릭수

CTR : 클릭율

Revenue(KW) : 수익



Step 9. Revenue

총 수익 화폐 단위 지급 완료 상태
1 2

1

2

Completed
지급완료 + 지급 신청 금액

Processing
총 수익(Total) – 지급 완료 금액(Completed)

신청가능금액
3

3 Withdrawable
신청 가능 금액
※ 전전월 말일까지의 수익금 신청 가능

(예시) 10월에 수익금 신청 시 8월 말일까지의 (누적)수익금 신청



Step 9. Revenue (Withdrawable)

3월 수익금 정산

수익금 지급 신청

※ 전전월 말일까지의 수익금 신청 가능

3월 수익금

• 전전월의 수익금 신청 시 월초 3일~9일 사이에 신청 시 정산 처리 가능

• 10일~15일 이내에 Admin 승인 → 확정된 수익금은 해당 월 말일에 지급

수익금 지급 신청 시 Status

수익금 신청 관리자 승인 시 Status

수익금 지급 완료 시 Status

※ 해외의 경우 Completed 일자 +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Completed 이후 수익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Step 9. Revenue

① Apply 버튼으로 Model 호출

② 잔여 수익금, 계좌 정보 등 확인 후 금액신청

③ 신청 완료시 Waiting 상태로 리스트에 추가



Step 10. Account

Basic Information :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 수정

Password, Password Check : 패스워드 변경

Receive Email : 필수 이메일 이외 기타 이메일 수신여부

개인, 국내/해외사업자 선택에 따라 하단 입력 내용 상이

수익 신청 전 예금주, 은행명, 계좌정보 기입 필요



Step 11. Support

FAQ : 자주 묻는 질문

QA : 질문 등록 및 답변 확인

*QA Reply 상태

- Waiting : 대기 / Answer : 답변완료

Notice : 안내 사항



SSP.HUVLE.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