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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이미지는 비비트리㈜가 만든  
국내 최대 이미지사이트로  
국내·외 고품질 이미지 1억 만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지정한 ’클린사이트’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사이트 입니다.  
 
2018년 12월 현재 12만 명의 상시 구매회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매월 1,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는 
고성장 이미지사이트 입니다.  



유토이미지의 마케팅 파트너로 
‘위젯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유토이미지를 홍보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Marketing Partner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What MP? 



유토이미지 Why MP? 

한번만 추천해도! 업계최고 수수료! 
추천 받은 고객이 유토이미지에 회원가입 시, 

최대 3년 동안 결제 금액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3년간 45% 수수료 지급 보장! 

15% 20% 10% 

2y 1y 3y 



유토이미지 HOW START? 

유토이미지 
회원가입 

유토이미지 
 마케팅파트너

(MP)   
가입신청 

검토 후 승인 
MP 

관리자 페이지 
제공 

쉬운 가입!  
24시간 안에 승인! 

가입만 하시면 위젯은 관리자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며  
모든 건 담당자가 알아서 도와드립니다! 



유토이미지 수익모델 예시 

MP관리자 
위젯생성 

MP가 보유한 
블로그, 홈페이지에 
위젯배너 설치 

MP의 고객이 
위젯배너 클릭 

유토이미지 연결 후 
회원가입 

유토이미지 
구매  

MP정산 
수수료 지급 



유토이미지 수수료지급 예시 

• 추천고객 인정기준: 위젯배너 클릭 후 30일 내에 회원가입 시 
• 정산고객 인정기준: 추천고객이 30일 내에 구매 시 정산고객으로 인정됨. 
• 제세공과금은 MP 부담입니다. 

15% 20% 10% 

15만원 20만원 10만원 수수료 

지급율 

2y 1y 3y 

추천 받은 고객이 매년 100만원씩 결제 시 

3년간 총 45만원의 수수료 지급! 



유토이미지 적용사례 블로그 

추천고객 
가입 및 구매 

위젯설치  
고객클릭 

블로그에서 추천 받은 고객이 유토이미지 가입 후 구매 시 수수료 지급! 



적용사례 무료이미지 
무료이미지사이트에서 추천 받은 고객이 유토이미지 가입 후 구매 시 수수료 지급! 

추천고객 
가입 및 구매 

위젯설치 
고객클릭 



유토이미지 적용사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추천 받은 고객이 유토이미지 가입 후 구매 시 수수료 지급! 

추천고객 
가입 및 구매 

위젯설치 
고객클릭 



Contact 
본       사 :  제주시 제주대학로 29, 2층    
지       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  
                    에이스하이엔드타워 5차 1701호 

:  최준호 차장 
:  02-2138-7944 
:  jhchoi@bbtree.co.kr 

담당자  
T E L  
E - m a i l  

www.utoimage.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