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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매뉴얼

스탁포인트 소개
1. 정의
스탁포인트는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형식의 서비스로서, 주 서비스는 증권정보 제공 서비스가 되겠
습니다. 종목추천은 있어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일반 증권 리딩과는 다르게, 스탁포인트는 멘토가 추천
한 종목이 실패하게 되면 구독료는 100% 반환됩니다.

2. 주요 컨텐츠
□ 추천종목
스탁포인트에서 활동중인 여러 멘토들이 종목(주식)을 추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법&리딩
스탁포인트에서 활동중인 여러 멘토들이 회원들에게 본인만의 노하우와 기법 등을 전수해주는 서비스로서
매매기법, 기법강의(LIVE), 기법강의(VOD), 주식리딩, 해외선물리딩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프리미엄패키지
게임조아의 재테크, 종목, 인생주 등 노하우를 소개하는 서비스인 투자현인의 조언과 한 달 동안 수익실현
TOP3 멘토의 모든 추천종목을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VIP종목 알리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컨텐츠
-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자강좌‘
- 회원들에게 테마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추천테마‘
- 장을 마감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일 마감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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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신청
1. 스탁포인트 회원가입
스탁포인트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스탁포인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
어야 멘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멘토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스탁포인트에 회원가입 후 멘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멘토 신청
1) 스탁포인트 메뉴를 통한 멘토 신청

멘토 신청
2) 하단의 ‘멘토 신청하기’ 클릭

멘토 신청
3) 멘토 정보 입력
멘토정보는 심사뿐만 아니라, 승인 후 활동할 때 회원들에게 보여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기입할 수 있
도록 합니다.

3-1) 멘토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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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신청
① 멘토 이미지 등록
해당 이미지는 멘토활동할 때 회원들에게 보여지는 사진이며, 멘토님의 제 2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
는 만큼 자유롭게 사진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의 사이즈는 170 X 170 으로 맞춰주셔야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노출됩니다.
② 멘토 소개 입력
멘토님이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본인 소개를 입력하시는 곳입니다. 자유롭게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③ 경력 입력
멘토님의 경력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사회에서의 경력 뿐 만 아니라 입상경력,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력을 입력
해주세요.
④ 투자철학 입력
본인만의 투자철학을 기입하는 란 입니다. 굳이 투자철학이 아니더라도 매매스타일 또는 주식투자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⑤ 멘토성향 체크
멘토 성향은 회원들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지표입니다. 멘토성향 아이콘을 보고 해당 멘토가 어떤 성
향의 멘토인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멘토성향은 해당되는 성향을 확인하시고 1~3개만 체크해주세요.

멘토 신청
3-2) 멘토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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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락처 입력
연락처는 멘토 승인절차와 관련한 자료 요청 시에만 사용되며, 스탁포인트 운영진에게만 노출됩니다. 연락처를 기입
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수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⑦ 증명 서류 업로드
멘토 심사의 기준이 되는 서류들을 ‘파일 선택’을 통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할 심사 서류 자료내용들은 각
개인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료 (매매일지, 수익률 캡쳐, 자격증 등) 들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ZIP)로 만
드신 후 업 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선 또는 메일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멘토 신청
3-3) 멘토 이용약관 및 불법 수신행위 등 금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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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신청
⑧ 멘토 이용약관과 불법 수신행위 등 금지서약서 체크
멘토 이용약관과 불법 수신행위 등 금지서약서를 필수로 읽어보시고, 동의란에 체크합니다.
⑨ 멘토신청 완료 (등록하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멘토신청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멘토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완료되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를 요청드릴 때는 멘토 신청자 분들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그외의 멘토신청 방법(멘토 챌린지 리그)
1. 멘토 챌린지 리그(Mentor Challenge League)란?
스탁포인트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멘토 육성 프로젝트’ 입니다.
챌린지 리그에 참여하게 되면 멘토 챌린져가 되어 현재 멘토 추천종목과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종목
선정하여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된 종목의 성공률 및 누적수익을 기준으로 멘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리그 종목이란?
리그 종목은 챌린지 리그에 참여한 멘토 챌린져가 업데이트 한 추천종목을 말하며, 멘토의 추천종목과 달리 별도의
포인트 결제 없이 [종목 명, 매수구간, 목표가, 목표기간, 손절가, 추천사유] 등의 정보를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3. 챌린지 랭킹이란?
챌린져 랭킹은 멘토 챌린져가 추천한 종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챌린져들의 간의 성공률 및 누적수익률 랭킹을 일
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탁포인트에서는 실력이 우수한 멘토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남녀노소, 나이불문하여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스탁포인트 멘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