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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입 방법 가이드 

 

 
 

 

 

 

 

 

 

 

제작 : 소셜마케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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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시작을 하려고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실지 모르시겠다는분들 

걱정하지마시고 천천히 저희 소마코(소셜마케팅코리아)가 안내하는대로 따라와보세요 

페이스북 가입방법 가이드 

1. 페이스북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주소는 www.facebook.com 또는 www.fb.com 이라는 짧은 주소를 사용해도 

페이스북 메인 첫페이지에 동일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셨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입하기에 나와있는 빈칸을 모두 채워주신후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Q) 페이스북 가입시 생년월일 정보를 필수로 기입하는건가요??  

모든 사용자는 Facebook에 가입할 때 실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연령 제한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때문에 기입하는것입니다 

Q) 회원 가입 도중 내 이름이 거부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든 사용자들이 교유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과 이름을 

포함한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님이 계정을 만들 때 특정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
http://www.f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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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친구찾기 

-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은 자신과 이메일을 주고 받은 여러사람들중 페이스북에  

가입해있는 기존회원들에게 페이스북 가입사실을 알리는 역활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싶지않으시다면 맨 아래 건너뛰기를 클릭하시먄 됩니다. 

 

 

2단계 프로필 정보 

2단계의 프로필 정보는 회원님의 동창친구를 찾게 도와주는 역활을 담당하고있습니다. 단, 필수조건이 

아니기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현재직장을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신의 학력을 

기입하길 원치않으시면 건너뛰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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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관심사 선택 

3단계 관심사 선택은 페이스북에서 추천하는 페이지를 선택하여 팬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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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마케팅 코리아가 추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1. 페이스북 1등 패션전문 커뮤니티 - 패션스타 : http://www.facebook.com/fashionstar.me 

2. 사랑과 연애에 관한 모든것 - 러브송데이 : http://www.facebook.com/lovesongday 

3. 온라인 프로포즈 - LovePropose : http://www.facebook.com/LovePropose.me 

 

4단계 프로필사진 

 

 

원하시는 자신을 나타낼수 있는 프로필사진을 업로드하시고 저장하신뒤 페이스북 가입시 

기입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후 받은편지함을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한통 도착해있을겁니다.  

http://www.facebook.com/fashionstar.me
http://www.facebook.com/lovesongday
http://www.facebook.com/LovePropos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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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가입 마지막 단계에 와 계십니다. 페이스북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Facebook가입 완료와 함께 전 세계 8억명 이상의 액티브 

유저가 활동중인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사용을 할수있습니다.  

 

SNS를 활용한 비즈니스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랭키닷컴 광고대행사 마케팅 부분 1위 [소셜 마케팅 코리아]  

내선직통 : 02-2038-25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