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휴 가이드라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MGYES와의 제휴를 맺게 되면 회사의 목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며 글을 
게시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포스팅과 트래픽은 이 가
이드라인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됩니다. 

모든 제휴 게시물, 리뷰 및 광고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사항
OMGYES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는 최초의 연구입니다. 

• 성에 관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남성, 여성 및 커플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찾
는 다양한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o 특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남성"을 위한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 성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성적 즐거움을 원하는 사
람들을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 혼자서 즐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커플을 위한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 OMGYES는 모든 여성의 신체와 기호가 다르며 이들을 위한 하나의 정답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성에 대한 선입견 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 이 웹사이트는 특정한 성행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침서보다
는 탐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
• 모든 인종, 나이, 성별, 성 정체성, 민족성, 종교, 신체 유형, 성적 취향 등을 
제한하지 않고 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절반이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
라서, 모든 성별과 성소수자의 성적 행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 
•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무료 체험분을 제외한 로그인 정보 또는 그 어떠한 
유료 컨텐츠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제공된 제휴 링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그 어떠한 허위 광고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 

"OMGYES는 오르가슴을 100% 책임집니다!” 
• 스팸 메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 허용을 하지 
않은 상대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하루에 여러 개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광범위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수신자가 메일을 받고 불쾌해하거나 또는 스팸 메일
로 분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웹사이트 또는 홍보 전략이 상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
우, 또는 불쾌한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악성 SEO 전략을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
우 OMGYES는 언제든지 제휴 계정 수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