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gether,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길스토리 캠페인 참여방법 

와디즈 사용설명서 

모바일 이용자용 



Together,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STEP. 01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wadiz.kr 을 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와디즈 또는 

    WADIZ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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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와 진행 중인 캠페인 중, 

   「길스토리와 함께하는 필리핀 태풍 피해 희망모금 캠페인」을 클릭하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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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캠페인에 들어와 가장 먼저 보이는 영상을 보면 캠페인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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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영상을 본 후, 스크롤을 내려보며 캠페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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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캠페인을 살펴본 후, 맨 밑에 있는 기부금 목록 중 원하는 기부금액을 선택하여 클릭하세요. 

 

클릭 



Together,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STEP. 06-1 

   와디즈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Facebook이나 Twitter 또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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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2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로그인 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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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2 

   회원가입을 누르면 나타나는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 이메일 확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세요. 

    Facebook, Twitter에 계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버튼을 눌러 쉽게 회원가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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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로그인 후 나타나는 지갑열기 페이지에서 선택한 후원금액과 보상품이 맞는지 확인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일 참여자 명단에 후원한 금액이 표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수량 아래의  

   ‘후원하신 금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 클릭하여 체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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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후원금액과 보상품 선택을 마친 후, 상품 수령 정보와 결제방법을 작성하고 결제취소 및     

   환불규정 동의 후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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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1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경우, 결제창 내의 이용약관 및 각종 안내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한 후,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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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1   신용카드  

   상품명과 상품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할 카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세요. 

   이후 각 카드사 마다 제공되는 결제방식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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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1   신용카드  

   결제하신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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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2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무통장입금) 

   결제방법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결제창 내의 이용약관 및 각종   

   안내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한 후,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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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2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무통장입금) 

   원하시는 입금은행, 결제 통보 이메일 등을 입력하신 후,                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이동하세요.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무통장입금)로 결제 시에는 표기된 입금기한(5일 이내)까지   

   입금을 해주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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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2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무통장입금) 

   결제요청내역을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를 완료한 후, 보여지는 결제확인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입금계좌에 입금해주셔야  

   후원이 확정됩니다.  

   입금계좌번호는 회원가입 시 사용하신 이메일로도 발송이 됩니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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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내  

- 감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길스토리는 현재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있는 단체로 인가 받지 못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에 크라우드펀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