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자동 집객 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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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에 대해서
본 시스템은 인스타그램의 액티브 팔로워를 안전하고 효율 좋게 늘리는 것이 목적인 툴입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선 다른 업자에게서 팔로워를 사는 방법 등이 있으나 그 경우,
게시물에 대한 유저의 반응(좋아요, 코멘트)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것(비 액티브)이 되어 버립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팔로워를 늘리기만 하지 않고 팔로워로부터의 반응(좋아요, 코멘트)
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팔로워의 흥미 속성을 걸러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로워가 늘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 게시물에 좋아요,
코멘트가 적은 분들이 본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극적으로 액티브 팔로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유의사항
본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
・본 시스템의 기능은 모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약관, 매뉴얼을 사전에 잘 살펴보신 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시스템은 팔로워를 강제적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이용자가 흥미 속성으로 걸러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팔로우,
좋아요를 보내면,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을 보고 사용자가 팔로우할지 어떨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팔로워 추가 여부는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니,
보다 좋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땐 팔로우 수가 많아지지만,
서서히 팔로우와 팔로워 수 사이의 밸런스가 조정됩니다.

자주 있는 질문
Q: 자동 팔로우는 언제 해제되나요?
A: 자동 팔로우한 뒤, 다음 날까지 상대방의 팔로우(맞팔)가 없었을 경우에 해제됩니다.
단,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이용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100% 모든 사용자를 팔로우 해제한다는 약속은 드리지 못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상대방이 팔로우(맞팔)를 했는데도 자동 팔로우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A:대상자를 결정하고 나서, 실제 팔로우 해제를 실시할 때까지 몇 시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대방이 팔로우(맞팔)를 했을 경우엔 해제되어 버립니다.
Q:팔로워가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이 자료의 '해시태그 추천 설정'을 참조해 주세요.
Q:툴을 사용하는 계정을 변경할 순 있나요?
A:죄송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탈퇴는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A:관리 화면의 설정을 통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Q: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땐 어떻게 하나요?
A:로그인 화면의 패스워드 재설정 링크를 실행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Q:등록한 메일주소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A:LINE@에서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써서 연락해 주세요.
Q:자동 좋아요, 팔로우양이 불규칙한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A:이 시스템은 인스타그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자동 좋아요,
팔로우의 양을 조정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어, 실행되지 않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인스타그램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로그인 화면에서 다시 인스타그램 인증을 실시해 주세요.
Q:팔로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동 좋아요만으로도 팔로워는 늘어나나요?
A:팔로우가 없어도 팔로워는 늘어나지만, 팔로워 수의 증가율은 감소합니다.
Q:팔로우하고 있는 사용자의 자동 좋아요를 유효화해뒀는데 전혀 늘지 않습니다
A: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용자의 자동 좋아요보다 신규 사용자의 자동 좋아요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도는 낮아집니다

자주 있는 질문
Q:무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과금되나요?
A:무료 기간에서 유료 기간으로의 변환은 고객님이 직접 하시게
되어 있으므로 자동 과금은 없습니다.
Q:유료 기간 종료 후엔 자동으로 과금되나요?
A:같은 플랜으로 자동 과금됩니다.
Q:서비스에 등록해도 팔로워 리포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A:팔로워 리포트는 서비스 등록 후, 다음 날부터 반영됩니다
Q:서비스 탈퇴 후에 다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나요?
A:재계정명을 적어 LINE@으로 연락해 주세요
Q:팔로우와 팔로워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싶어요
A:맞팔하지 않은 사용자는 자동 해제 가능하지만, 맞팔한 유저를 해제하려면
비즈니스 플랜의 팔로우 일괄 해제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화면 조작 설명

액션 로그

액션 로그에선 자동 팔로우,
좋아요, 해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작 설명

팔로워 리포트
인스 타 그램 리포트
팔로워

팔로워 리포트에선 팔로워 수,
자동 팔로우 수, 자동 좋아요 수,
자동 팔로우 해제수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팔로워

화면 조작 설명

자동 액션

설정해둔 해시태그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좋아요를 보냅니다

설정해둔 해시태그와 관련된 사용자를 자동으로 팔로우합니다
자동으로 팔로우한 사용자에게서 맞팔이 없었을
경우, 약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팔로우를 해제합니다

화면 조작 설명

해시태그

여기에서 설정한 해시태그와 관련된 사용자가
집객 대상이 됩니다.
해시태그는 최대 15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조작 설명

좋아요, 팔로우
좋아요를 하는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 연예인 등에게 좋아요를 보
내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0부터 200 정도를
추천합니다.
팔로우한 유저의 게시물이 갱신될 때마다자동으
로 좋아요를 합니다.

유효로 할 경우, 툴 이외의 팔로우를 받았을 때
도 맞팔을 합니다.

해시태그의 추천 설정
・영어로 쓴 해시태그는 외국인 유저에게 좋아요,
팔로우를 할 확률이 높아지니 주의합시다
・'헤어살롱' 등의 고유명사는 사업자 계정의 게시물에 많으니,
설정할 경우엔 반드시 인스타그램에서 단어를 검색해서 사업자
게시물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사진을 게시하는 타이밍마다 툴 상의 해시태그를 바꿔주시면 보다 효율적입니다.
가령 스테이크 사진을 올렸을 경우엔 툴의 해시태그는 '스테이크좋아',
'스테이크먹고싶어' 등, 게시 내용과 툴 설정을 보다 관련 깊게 하는 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