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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르르 캐시백이란?
영어 습관 형성을 위한 야나두만의 동기부여 시스템으로, 매일 공부 인증한 만큼 캐시백 (환급)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도전!100일  #스르르 챌린지
매일 공부 인증만 해도 스르르 캐시백이 쌓여요!

[참여 방법]
1) 스르르 학습지 (캐시백 패키지) 구매 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100일 동안 인스타그램에 매일 공부 인증 해주세요
3) 인증한 만큼 캐시백 (환급) 받을 수 있어요
4) 스페셜 미션 성공하고 추가&성공 캐시백도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미션 가이드를 꼭 참고해주세요

 #스르르 학습지

 #오늘도 성공

[예시 이미지]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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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수강료 페이백

미션 일정 안내

딱 100일, 매일 스르르 학습지 공부 인증하고 100% 환급 받으세요!
미션 중간과 완료 후, 총 2번의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미션 시작 전 문자 안내
Step.1 Step.2

총 2번 미션 제출
Step.3

중간/최종 페이백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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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프로세스 _ 미션 시작 안내

미션 시작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구매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야나두 대표번호 1600-0563으로 11월 8일 (화요일)에 문자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구매 시 기재한 번호로 발송될 예정이며, 오기재 및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00님 
야나두 스르르 캐시백 도전 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미션 시작일은 22년 11월 14일이며, 아래 전달드리는 폼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르르 캐시백 참여 신청 하기 : (추후 링크 안내)
캐시백 미션은 100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총 2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되는 마감일에 맞춰 캐시백 환급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미션 시작 전 챌린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게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사항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 시작해보아요
스르르 캐시백 챌린지 가이드북 : (추후 링크 안내)

스르르 학습지와 함께 하루 1장 공부 하고 100일 뒤 달라질 모습을 기대해보세요. 야, 너두 영어 할 수 있어!

2022.11

13 15 16 17 18 19

Sun Mon Tue Wed Thu Fri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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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프로세스 _ 캐시백 지급액

별도 안내되는 미션일 부터 데일리 미션을 시작해주세요! 스페셜 미션과 최종 성공 여부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캐시백 환급 금액]
인스타그램 공부 인증 : 1일 2,000원 (하루에 여러 건을 업로드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됩니다) 
블로그 후기 작성 : 1회 5만원 (중간, 최종 캐시백 정산 시 제출 필수이며, 각 1회씩 총 2회만 인정됩니다)
성공 축하금 : 100일 챌린지 성공자에 한해 미션 성공 축하금 98,200원 지급

1) 환급 금액이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 제외 후 지급됩니다  2) 미션 불이행, 기간 내 미 제출, 신청서 미작성의 경우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실제 환급금 지급은 페이백 신청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성공 축하금의 경우, 100일 챌린지 성공 + 블로그 후기 2건 작성 완료된 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데일리 미션

20만원
매일 인스타그램에 공부 인증하면

인스타그램에 공부 인증할 때마다
매일 2천원 씩 쌓여요!
(2,000원 x 100일 = 200,000원)

스페셜 미션

10만원
딱 2번, 블로그 후기만 작성해도

블로그 후기 작성하면
캐시백이 추가로 쌓여요!
(50,000원 x 2회 = 100,000원)

성공 축하금 

98,200원
미션 모두 달성 시 성공 축하금 지급

데일리 & 스페셜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추가로 성공 캐시백을 지급해드려요!
(최종 캐시백 지급 시)

+ +
모든 미션 달성시 

100% 캐시백 



문자를 통해 발송된 신청 폼을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1) 미션 확인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 URL   2) 환급 절차를 위한 개인정보 (신분증, 계좌 등)

[캐시백 신청 안내]

1일차~50일차 중간 정산 51일차~100일차 최종 정산

매일 미션 성공 시 10만원 지급

1일 1건 업로드만 인정됩니다
ex) 하루에 2건 이상 업로드 하더라도, 1건만 인정

1일 1건 업로드만 인정됩니다
ex) 하루에 2건 이상 업로드 하더라도, 1건만 인정 ex)  50일 성공 : 10만원 지급

        50일 성공 + 블로그 후기 작성 : 248,200원 지급
        (성공 축하금 포함) 
        30일 성공 : 6만원 지급 
        30일 성공 + 블로그 후기 작성 : 11만원 지급 
       (성공 축하금 포함X)

ex)  50일 성공 : 10만원 지급
        50일 성공 + 블로그 후기 작성 : 15만원 지급
        30일 성공 : 6만원 지급 
        30일 성공 + 블로그 후기 작성 : 11만원 지급
        단, 환급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중간 정산 되지 않습니다
       (최종 정산 시 일괄 지급)

블로그 후기 작성 시 추가 5만원 추가 지급 매일 미션 성공 시 10만원 지급 블로그 후기 작성 시 추가 5만원 추가 지급
미션 모두 성공 시 추가 98,200원 지급

[캐시백 환급 미션 및 정산 기간]

1) 중간 페이백 : 2023년 1월 11일 ~ 1월 17일 기간 내 신청 폼 발송  2) 최종 페이백 : 2023년 3월 1일 ~ 3월 7일 기간 내 신청 폼 발송  *페이백 신청 마감일은 문자 내 별도 안내 드립니다

1) 인스타그램 공부 인증 : 1일 2,000원 (하루에 여러 건을 업로드 하는 경우, 1건만 인정 됩니다) 
2) 블로그 후기 작성 : 1회 5만원 (중간, 최종 캐시백 정산 시 제출 필수이며, 각 1회씩 총 2회만 인정됩니다)
3) 성공 캐시백 : 100일 챌린지 성공자에 한해 미션 성공 축하금 98,200원 지급

GUIDE 03

미션 프로세스 _ 캐시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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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상세 가이드

매일 하루1장 공부한 내용 or 모습을 내 인스타그램에 인증해주세요

인스타그램 미션 가이드

주제 딱 100일, 하루 꼭 1장 스르르학습지 공부

필수 해시태그 #스르르학습지 #하루1장 #영어공부 #N일차

피드 게시 기간 최소 1년 (해당 기간 내 삭제 시, 환급금 반환될 수 있습니다)

내용 예시

필수내용 오늘 공부한 패턴 + 응용 표현 인증하기

오늘 배운 패턴 영어 한 문장
ex) You can teach 가르쳐도돼

응용 표현 자유롭게 작성해보기
ex) You can have it 가져도 돼
      You can tell him 그에게 말해도 돼
       Can i use it? 사용해도 돼?

 #스르르 학습지

 #오늘도 성공

[예시 이미지]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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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필수사항

채널 본인 계정의 네이버 블로그

GUIDE 04

미션 상세 가이드

페이백 신청 시, 블로그 후기 작성을 완료 해주세요

필수태그(모두포함) #야나두, #야나두학습지, #스르르학습지, #스르르챌린지

공정위 문구 야나두 학습지를 직접 구매하여, 100일의 미션 달성시,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아, 영어습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태그 (택1) #하루10분, #10분영어, #영어학습지, #루틴, #내돈내산, #미라클루틴

제목 필수 키워드 : 아래 2개 이상의 키워드가 포함 되어야 함
야나두학습지, 스르르학습지 중 택 1  / 50일챌린지, 미라클루틴, 미라클모닝, 미라클이브닝, 데일리루틴, 갓생살기 중 택 1 

주제 N일 도전에 성공! 이제 2분의 1지점임을 알리고 본인의 루틴에 <영어공부>가 추가되었음을 알리기

사진 사진 10장 이상 첨부 (학습지 공부하는 이미지, 학습지 공부한 내용, 다 푼 학습지 인증 등)
공부하는 모습을 짧은 영상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보상 50,000원

본문 사진 10장, 글자수 1,000자 이상
필수키워드 : 야나두학습지, 스르르학습지
내용 : N일 동안 스르르 학습지와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 즐거웠던 점, 힘들었던 점을 “ 긍정적인 기대감 ”으로 풀어서 적어주세요. 또는 실력 변화된 점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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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유의사항

*캐시백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해당 미션은 2022.11.14 ~ 2023.02.21 동안 진행되며, 가이드에 맞게 미션을 실행해야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은 최소 1년간 유지 해야 하며, 삭제 시 환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미션 시작 관련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며, 이후 별도 안내는 드리지 않습니다.
- 구매 시 기재한 번호로 발송될 예정이며, 오기재 및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캐시백 미션 중도 실패 및 미신청 시 환급 미션은 실패로 처리되며, 이후 환급은 불가 합니다 (재도전 불가) 
- 시작 전, 중간 정산, 최종 정산 시에 한번씩 문자를 통해 환급 신청 폼과 함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폼 제출 개인 정보 중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는 공제 처리를 위해 13자리 전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바랍니다. 
-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급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잘못된 개인정보 제공, 스팸 등록 등으로 인해 안내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캐시백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캐시백 신청시, 문자를 통해 드리는 안내에 따라 공제처리 및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해주신 미션은 마케팅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미션 시작 전, 자세한 미션 및 참여 방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미션을 수행하지 않거나, 글 삭제 및 가이드에 맞지 않게 진행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캐시백 지급 시, 제세 공과금 22%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 
- 캐시백 받은 이후 환불할 경우 캐시백 금액 제외 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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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르르 캐시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스르르 학습지 캐시백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에 신청해야 미션을 수행할 수 있으니, 구매 후 별도 안내되는 문자를 통해 신청 폼을 작성 해주세요! 매일 하루 1장씩 스르르 학습지로 공부하고 캐시백도 받으세요 

Q. 인스타그램 계정, 블로그 계정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인스타그램 계정, 블로그 계정만 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계정만 아니면 OK! 두 개 채널을 모두 운영해야 참여가 가능한 만큼, 지금 계정을 개설해 보시죠!

Q. 캐시백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50일, 100일의 미션을 완료한 시점에 문자를 통해 캐시백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검수 완료 후, 30일 내 제세공과금 22% 공제 후 지급해드립니다.

Q.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네,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도전 신청 시, 계좌 번호와 신분증 제출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22%의 제세공과금을 제외 후 지급 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GUIDE 05

캐시백 FAQ

*캐시백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