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es증빙 관리자페이지
사용 설명서



관리자페이지 진입방법

① 수신된 문자의 URL 클릭

①로그인 선택하거나,

https://www.yesevid.com/login

다이렉트로 접속

https://www.yesevid.com/home/login


로그인 방법

① 아이디 입력

② 비밀번호 입력

③ 로그인 버튼 클릭



가입비 결제

① 고객명 입력(결제자이름)

②휴대폰번호 입력

③결제수단 선택(무통장, 카드)

④이메일 입력(결제내역 받을곳)

⑤결제하기 눌러서 결제 진행



메인페이지
메인 메뉴

월 소진문자
(한달 지날 경우 자동소진)

일반 소진문자
(기간이지나도 소멸되지않음)

금일 증빙 고객 현황

등록일자
고객을 등록한 날

요청일자
증빙을 요청한 날

문자전송 버튼 클릭시
증빙 요청 문자 발송



변경할 내용 변경
(단, 허위기재 발견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에 유의)

발신번호 변경은 Yes증빙에
직접문의.

변경 내용을 전부 작성하
였으면 저장.

비밀번호 변경시 클릭



비밀번호 변경

현재 비밀번호 입력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

변경할 비밀번호 재입력



고객등록

납부자번호 입력
(중복되면 안됨)

예금주명 입력
*주의 고객명하고
결제 하시는 분이 상이할경우
결제하시는 분의 이름을 입력
해야합니다

실제 계약자명 입력

예금주 핸드폰번호 입력
*주의 고객명과 결제하시
는분이 상이할경우 결제
하시는 분의 핸드폰번호
를 입력해야합니다.

실제 예금주의 증빙이필
요합니다.

예금주 계좌 은행 선택

결제할 계좌번호 입력

저장

납부자번호 자동생성



엑셀등록

양식파일 다운로드
(해당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저장)

위에 저장한 엑셀파일 선택

업로드시, 문제가 생긴 부분은
팝업으로 안내.
양식파일 수정필요.



증빙요청현황

원하는 조회조건을 찾아
조회합니다.

아래 선택된 고객에 대한 일괄 처리버튼

증빙일자가
없는것은

아직 증빙이 되지
않은 고객입니다.

증빙 증거 서류
및 파일 확인

문자전송 : 증빙요청 화
면 출력
수정 : 고객 정보수정
삭제 : 고객 삭제
검증키확인 : md5 검
증키 보기



증빙요청

고객이 선택하도
록

하는 문자증빙

고객의 음성으로
녹취하는 문자증

빙

고객이 서류를
찍어보내는 증빙

전자문서로 하는
증빙



결제관리

월 소진문자
(한달 지날 경우 자동소진)

일반 소진문자
(기간이지나도 소멸되지않음)

문자 건수 추가 구매

결제 일자 월소진문자가
소진되는 일자



결제하기

내용 전부를 채워주셔야하며,
하나라도 채우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지않습니
다.

또한, 무통장입금시 Yes증빙
업무시간에 확인이 되는대로
적용이 됩니다.



API 사용 예

CMS 프로그램에서 문자요청과
증빙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개별 요청, 확인 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모든
고객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 증빙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