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파트너

활동 가이드라인



• 많은 여행자가 가이드님의 답을 봅니다.
• 한국인이 여행 전에 가장 많이 찾는 포털 “네이버” 
• ‘여행’관련 하루 평균 70만 건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 적합한 질문에 대한 지식iN 답변은 네이버 내에서도
상위에 노출됩니다.

• 좋은 답변은 가이드님의 ‘신뢰도’를 높이며 투어 예약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활발히 답변을 달아주시는 가이드님을 선정해 개인
홍보 기회를 드립니다.



• 일반 유저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 지식파트너에게는 ‘지식파트너’ 로고가 들어갑니다.

• ‘지식파트너’ 로고가 있으면 더 많은 여행자가 주의 깊
게 봅니다.
• 잘 작성한 답변은 최소 3천번에서 최대 1만번 이상 조회될 수 있습니다.

• 마이리얼트립 X 지식iN 배너가 지식iN 사이트에 노출
됩니다.
• 마이리얼트립과 네이버 지식iN과의 제휴를 통해 더 많은 여행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 지식iN은 여행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 여행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가이드님을 소개해주세요.

• 직접적인 홍보를 진행할 경우 유저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식파트너 활동을 할 경우
지식파트너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 성의 없는 답변 혹은 직접적인 홍보를 진행할 경우

• 가이드 프로필 외에 다른 링크, 배너를 올릴 경우

• 다른 가이드의 글, 계정 프로필을 수정할 경우





<답변 checklist 4가지>

1. 본인 지역의 여행관련 질문에 답을 달아주세요.

2. 월 10건 이상의 답변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더 많이 답할수록 많은 여행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

• 최소한 월 10건 이상 답변해야 충분히 많은 여행자가 볼 수 있답니다.

3. 가이드님의 이름과 마이리얼트립 가이드 프로필 링크

를 소개해주세요.

4. 마이리얼트립 태그를 달아주세요

• 가이드님의 답변이 충분할 때 여행자에게 가이드님들의 답변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마이리얼트립, #마이리얼트립_’본인지역(한국어)’

Ex) #마이리얼트립_오사카, #마이리얼트립_서유럽, #마이리얼트립_북미



3)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답할 때
• http://m.kin.naver.com/mobile/qna/direct

oryQuestionList.nhn

1) ‘여행 디렉토리’에서 질문 목록 보기
• 해외여행 : http://kin.naver.com/qna/list.nhn?m=noanswer&dirId=902

• 국내여행 : http://kin.naver.com/qna/list.nhn?m=noanswer&dirId=901

2) ‘답변할 질문 찾기’에서 여행자
가 궁금해할 질문을 직접 찾기
http://kin.naver.com/search/noAnswerList.nhn

1. 가이드님이 답변할 질문을 찾습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irectoryQuestionList.nhn
http://kin.naver.com/qna/list.nhn?m=noanswer&dirId=902
http://kin.naver.com/qna/list.nhn?m=noanswer&dirId=901
http://kin.naver.com/search/noAnswerList.nhn


2. 가이드 이름과 마이리얼트립

가이드 프로필 링크를 소개해주세요.

3. 메일로 안내드린 마이리얼트립 태그를 달아주세요
#마이리얼트립 #마이리얼트립_’본인지역(한글)’

(#마이리얼트립_프랑스)

4. 아이디 – ‘공개’ / 외부수집 – ‘허용’ 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래야지 여행자에게 가이드님의 답변이 보입니다!

‘비공개’라면 보이지 않아요!



가이드님을 더욱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행자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guide@myrealtrip.com 으로 문의주세요!

Always Beautiful day, Anywhere

- 마이리얼트립 팀 드림.

가이드님의 답변이 충분할 때
가이드님들의 답변들을 모아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여행자가 가이드님의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작성해주세요 .

mailto:guide@myrealtr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