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eapool.kr

낚시의 판을 바꾸다!
낚시만을 위한 낚시전문 어플

전속모델 _ Directed by DR. K 김재원 프로

실시간 조황정보

낚시 친구 찾기

전국 낚시 점, 낚시 카페 정보

전문가가 추천하는 프리미엄 조황 포인트

바다낚시, 민물낚시 낚시 예약

위치기반 낚시 포인트 정보

낚시도 스마트 하게!
낚시인들이 올리는 믿을 수 있는 실시간 조황!
조황 올리고 포인트 받고!
포인트로 용품도 사고! 낚시도 가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낚시 여행!

낚시가 똵!은 낚시 프로와 전문가가 함께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 위치에서 가장 HOT 한
낚시 포인트를 과학적으로 분석 (특허출원 중) 해
알려주는 낚시 전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낚시가 똵! 은
Dr – K와 함께 합니다.
Dr. K 김재원 프로

FS TV 파워피싱 진행
FTV 김재원의 낚시천국진행
FTV 닥터케이 피싱 클리닉 진행
FTV 닥터케이 한판승부 진행
FS TV 닥터케이 한판승부 시즌2 진행

DR. K 김재원

회원가입 안내

낚시가 똵! 멤버십
낚시가 똵!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혜택
• 조황 정보를 등록 시 회원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낚시 예약 , 프리미엄 조황 정보 등 이용 시 적립한 포인트로 이용
가능하며, 낚시가 똵! 의 모든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낚시 용품 매장 방문 시 할인된 가격으로 용품을 구입 하 실 수 있으며,
향후 용품몰 이용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서비스 콘텐츠 이용 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1) 구글 플레이에서 “낚시가 똵!”을 검색하십시오.
2) 낚시가 똵! 을 설치합니다.
3) 메뉴 패널에 있는 회원가입 메뉴를 터치하신 후 가입하십시오.

실시간 조황 정보

살아있는 실시간 조황 정보
낚시가 똵! 의 조황 정보는 낚시인, 업주, 전문 낚시인 들이 올리는 실
시간 조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시간 조황 정보
• 바다낚시 조황 정보
• 민물낚시 조황 정보
• 프리미엄 조황 정보
• 급소 잠망경 포인트

간단히 스마트폰에서 조황 정보 등록
살아 있는 조황 정보 등록 시마다 낚시 예약 및 용품 구입,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조황 정보 등록 시 안내 및 유의사항
• 조황 정보는 가능한 현장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실시간 정보 (24시
간 이내) 가 아닐 경우 운영자에 의해 강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반드시 켜 주십시오.
• 조황 정보 등록 시에는 반드시 잡으신 조황 사진을 1장 이상 등록
하셔야 합니다.
• 허위 조황 정보 이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등록하여 등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 취소됩니다.

낚시 예약

낚시의 모든 예약을 한 곳에서
낚싯배 예약, 좌대낚시 예약, 유료 낚시터, 낚시 카페 예약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은 업체 별 별도 표기 됨. )

예약방법 안내
1) 회원에 가입합니다.
2) “예약하기” 메뉴를 터치합니다.
3) 낚시 유형을 선택합니다.
4) 가시고자 하는 지역별로 예약 상품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마음에 드시는 상품을 선택하신 후 예약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선주 나 업체 측에서 예약 승인을 합니다.
7) 예약이 완료됩니다.
맞춤 예약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안내 및 유의사항
• 예약 상품의 경우 기상상태에 따라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예약 일 6시간 전에는 예약 취소가 불가하며, 환불 되지 않습니다.
12시간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되며, 12시간 미만 취소 시 80%
만 환불 됩니다.

프리미엄 조황 정보

다년간의 현장 답사와 과학적인 테이터를
기반으로 낚시 전문인이 등록한 프리미엄
조황 정보로 낚시를 즐기 십시오.
전문가 코너에는 프리미엄 조황 정보와 낚시 Tip이 가득합니다.

프리미엄 조황 정보
프리미엄 조황 정보는 전국의 열도, 군도를 중심으로 기상정보, 해상
기상 정보, 낚시 방법, 채비, 포인트의 특징 등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
되어 있으며, 정확한 낚시 포인트 위치를 짚어 줍니다.
어종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낚시 팁을 상세하게 알려 줍니다. 프리미
엄 조황 정보는 계절 별, 어종별, 위치 별 경험이 녹아있는 전문 낚시정
보 서비스입니다. ( 포인트 로 구독 가능)

급소 잠망경 포인트 정보
급소 잠망경 포인트는 시기 별로 HOT 한 포인트 정보를 전문가의 시
각으로 적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낚시점

낚시가 똵 ! 앱을 설치하고 회원에 가입하면
제휴되어 있는 낚시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낚시 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은 업체 별 제공)

낚시점 이용안내
낚시가 똵 ! 회원이라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조황 확인 및 할인된 금액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낚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낚시점
에서 등록한 실시간 조황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시 낚시 TIP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낚시 친구

낚시도 함께 가고 정보도 나누고…
우리 집 근처에 낚시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와 가까운 위치에 낚시를 좋아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
을 수 있습니다. 낚시도 함께 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 보세요.
경비 절감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낚시 TIP도 교환하고…

낚시가 똵! 제휴안내

낚시가 똵! 은 낚시를 알고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내 최대의 낚시 전문 서비스입니다
•낚시 전문가와 진정한 낚시꾼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로 낚시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낚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낚시가 똵! 과 함께 성장하실 사업주님을 환영합니다
• 낚시 예약 서비스에 동참하실 선주님! 또는 사업주 님
• 낚시점 및 실내 낚시 카페 사업주님
• 낚시터 사업주님
• 낚시 용품 및 유통하시는 사업주 님 (쇼핑몰 입점 환영) 제휴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낚시가 똵 II

COMING SOON!
낚시가 똵! 의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낚시가 똭!은 낚시의 즐거움과 낚시의 진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세요! 낚시가 똵! II
1. 프로와 함께

2. 조황 예측

3. 직거래 장터

4. 게임

낚시가 쉬워집니다.
낚시가 즐거워 집니다.

에서

낚시가 똵!

을 검색 하세요.

제휴, 광고문의 _ 010-9388-3660
E-mail _ master@seapoo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