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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타 이용전 준비사항

LG U+ 셋톱박스

구글 크롬캐스트

(또는 크롬캐스트 호환 TV/셋톱박스)

LG webOS 스마트TV

1. 프로모타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테블릿PC를 준비합니다.

2. 보유중인 스마트폰/태블릿PC의 기종에 따라 프로모타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3. 디지털 간판을 게시하기 위한 기기를 준비합니다. 프로모타에서 지원하는

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U+ 인터넷 우리가게패키지 고객은 (1)번 기기로 운영 중인 매장에 장비 설치 및

운영 가능 상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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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ge.promota&hl=ko
https://apps.apple.com/kr/app/promota/id1252719880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
가입하기

제 1 장



프로모타 앱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프로모타” 또는 “promota”로 검색)

1단계

프로모타 무료회원 가입하기



보유하고 있는 SNS계정 또는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단계



프로모타 무료회원 가입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모두

동의를 체크합니다.

3단계



4단계

운영중인 비즈니스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5단계

프로모타 무료회원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한 프로모타 소개와 함께 프로모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단계

무료회원 가입완료 후 실행된 프로모타의 첫 화면입니다.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 활성화

1단계

프로모타 앱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를 누릅니다.



2단계

프로모타의 메뉴가 표시되며 ‘제휴서비스 연결‘ 메뉴를 누릅니다.



3단계

LG U+ 상품가입 후 수신받은 MMS 문자메시지 내 제공된

‘ U+ 인터넷 가입번호’를 입력 후 ‘인증요청＇을 누릅니다.



주소

4단계

입력된 가입번호로 인증이 성공하면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정보를

확인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체크 후 ‘승인＇을 누릅니다.



5단계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 사용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가 완료되었습니

다. ‘재시작’을 눌러 앱을 재시작합니다.



6단계

프로모타 앱이 재시작되면 최초에 한번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를

시작하는 안내창이 표시됩니다. ‘확인’을 눌러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U+ 인터넷 프로모타 서비스
이용하기

제 2 장



디지털 간판 만들기

1단계

프로모타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간판을 제작하기 위하

여 하단 메뉴의 ‘디지털 간판 찾기’를 누릅니다.



2단계

추천 디지털 간판 또는 업종 분류 기반으로 만들고자하는 간판의 디자인

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선택한 디자인으로 디지털 간판을 편집합니다. 이미지, 문장 및

글자모양을 원하는 내용으로 선택 및 작성합니다.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서 현재 작업한 디지털 간판을 저장합니다.



전체화면 게시

현재 프로모타를 실행하고 있는 스마트폰/태블릿에 디지털 간

판을 직접 게시하기 위하여 ‘전체화면’을 선택합니다.

디지털 간판 게시하기 : 전체화면



태블릿

스마트폰

현재 프로모타를 이용하고 있는

태블릿/스마트폰에 게시된 모습



디지털 간판 게시하기 : TV/모니터

TV/모니터에 디지털 간판 게시

매장에 설치된 TV/모니터에 디지털 간판을 게시하기 위하여

‘TV/모니터‘를 선택합니다.



TV/모니터 검색 및 연결

매장내 설치된 LG U+ 셋톱 또는 크롬캐스트가 연결된 TV/모니

터가 검색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디지털 간판을 게시합니다. 

(장치이름은 고객님의 기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LG U+ 셋톱박스
(크롬캐스트 내장)

구글 크롬캐스트

webOS TV (LG 모델)

바로 연결 및 게시



디지털 간판 공유하기

SNS에 디지털 간판 홍보하기

디지털 간판의 SNS 홍보를 위하여 ‘공유’를 선택합니다.



SNS 공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중 공유하고자 하는 SNS를 선택

하여 안내에 따라 SNS에 게시물로 등록합니다. 



TOM

TOM

페이스북 공유 예시

인스타그램 공유 예시



1. 통신사 셋톱박스로 1분 안에 스트리밍하기

2. 크롬캐스트 활용한 사용 방법

3. LG webOS TV에 스트리밍하는 방법

4. 프로모타 앱 호환 기기 목록

5. 스마트폰 1대로 여러개 디스플레이에 스트리밍 하기

6. 나만의 이미지로 메뉴판 만들고, SNS에 공유하기

7. 템플릿에서 글씨 색상 바꾸는 방법

8. QR코드 템플릿 활용방법

9. 슬라이드쇼 만드는 방법

10. 고객님들이 자주하는 질문 Best 4

프로모타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promota

프로모타에 대한 더 많은 활용방법 및 활용사례는 공식블로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모타 활용팁 TOP 10

http://blog.naver.com/promota
http://blog.naver.com/promota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818266998&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637167588&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544627776&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833937126&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544620306&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924685236&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971664434&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687401133&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678394582&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omota&logNo=221692809631&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