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초보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

NHN커머스의초보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

온라인쇼핑몰성공을위해이것만은기본적으로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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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온라인창업알아보기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

1. 인터넷쇼핑몰이란?

2. 쇼핑몰솔루션이란?



1 . 1 인터넷쇼핑몰이란?

Part.1 온라인창업알아보기

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판매하는 상점을 말하며,��
온라인쇼핑몰이라고도말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의장점은?

소비자입장에서는오프라인매장을직접찾아가지않고공간의제약없이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되
고있는상품을가격, 품질, 브랜드등의구매결정요소에따라비교하며구매할수있습니다.

판매자입장에서는물리적매장이없어,오프라인상점에비해투자비용과운영비가매우적다는장점이있습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4



1.2 쇼핑몰솔루션이란?

Part.1 온라인창업알아보기

쇼핑몰솔루션은다양한쇼핑몰관리기능을사용하여인터넷공간속의쇼핑몰내부를꾸
미고오픈하여,실제인터넷상거래가이뤄지도록개발된프로그램입니다.

쇼핑몰솔루션의장점은?

쇼핑몰솔루션은누구나쉽게쇼핑몰을구축하고운영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쇼핑몰솔루션을이용하면저렴한비용으로나만의쇼핑몰을만들고,성공적인온라인창업을만들수있습니다.

쇼핑몰솔루션을사용하시면누구나쉽게쇼핑몰구축이가능합니다.Anybody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5

Fast

E asy

Cost

Marketing

Upgrade

신청하신쇼핑몰솔루션이30분이내설치되어쇼핑몰이탄생합니다.

소비자구매환경과관리자운영환경에최적화되어사용이쉽습니다.

쇼핑몰창업을위한구축비용이크게절약됩니다.

매출증대와효율적운영을위한마케팅및부가서비스를제공합니다.

전문업체의축적된노하우로꾸준한업그레이드관리가이뤄집니다.



Part

02 온라인창업준비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6

1. 창업아이템선정

2. 아이템별도매시장정보

3. 쇼핑몰사업구체화하기

4. 창업교육받기



Part.2 온라인창업준비

2.1 창업아이템선정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7

[창업아이템선정조건]

1.타겟아이템의주판매대상은누구인가?

예)�아동복의실구매자(타겟)엄마, 실버용품실구매자자녀,요양원관련자

아이템선정시타겟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왜구매하였는지는판매자의입장이아닌,구매자의입장에서고민해야합니다.

2.경쟁사경쟁쇼핑몰은어디이며,대체할수있는상품은얼마나되는가?내쇼핑몰의차별화는경쟁사대비무엇인가?

3.공급지속적상품공급에문제가없는지,재고에대한부담이얼마가되는가?

온라인창업아이템은고객이원하고,창업자의적성에맞으며,

재구매율이높은아이템을선택해야합니다.



2.2�아이템별도매시장정보

Part.2온라인창업준비

동대문도매시장,남대문시장
(유/아동복,중/장년층,여성의류,임부복등)

동대문및천호동문구/완구도매시장

화곡동/부천생활용품도매단지

남대문도매시장

도매시장

장안평중고매매시장주변도매상가

중부시장(전통건어물),청량리땡처리시장(가공식품),남
대문도매시장(수입품및가공식품),국제시장(수입식품)

남대문도매시장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8

아이템

의류및패션잡화

문구및완구

생활용품및아이디어상품

액세서리

자동차용품

식품및식품재료

액세서리



2.3 쇼핑몰사업구체화하기

Part.2온라인창업준비

쇼핑몰도[사업]입니다.

체계적인계획을통해사업의방향과,미래의목표를계획하셔야합니다.

쇼핑몰컨셉및방향결정
ex)�남성의류쇼핑몰을클럽느낌의디자인으로파워풀하게구성하여티셔츠와액세서리위주로판매

쇼핑몰창업과운영을위한예산결정

◐초기비용이들어가는요소는?�사무실임대,�쇼핑몰구축및디자인,�사업신고,�포장용품구매,�PG등록,�도메인구매

◐몇명의인원을채용할것인가?�상품사입,�촬영,�이미지편집,�고객관리,배송

◐상품의사입및광고집행예산은?

상품의지속적공급과촬영등운영계획
◐사입은어디서?�구매는몇개씩?�사입의주기는?�촬영은어디서? 모델은누구를?

쇼핑몰의홍보계획

◐키워드광고,�입점광고,�바이럴광고,�가입이벤트,�포인트정책,�고객감동기획전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9



2.4�창업교육받기

Part.2 온라인창업준비

창업
준비과정

쇼핑몰
제작과정

쇼핑몰
운영과정

마케팅
교육과정

쇼핑몰
마스터과정

창업기초교육

사입노하우해

외구매대행

HTML

디자인편집

사진촬영

운영노하우세무

교육로그분석과

활용

마케팅전략

블로그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창업마스터

창업을위한체계적이고다양한교육으로준비과정부터

운영노하우까지꼼꼼하게대비합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0

NHN커머스아카데미에서는쇼핑몰성공창업을위한다양한무료교육을제공합니다.
NHN커머스아카데미http:// edu.nhn-commerce.com

http://edu.godo.co.kr/main/


Part

03 온라인쇼핑몰만들기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1

1. 온라인쇼핑몰의종류와특징

2. 쇼핑몰개설프로세스

- 1단계 쇼핑몰솔루션신청하기

- 2단계 쇼핑몰이름도메인등록하기

- 3단계 행정신고완료하기

- 4단계 PG신청하고결제연결하기

- 5단계 쇼핑몰디자인하기

- 6단계 쇼핑몰디자인하기

- 7단계 상품등록하기



온라인쇼핑몰의종류와특징

온라인쇼핑몰의대표적인종류는오픈마켓,�종합몰,�소셜커머스,�자체쇼핑몰로볼수있습니다.

오픈마켓

입점방식으로상품노출 MD의 승인을거쳐입점 MD와협의후상품판매 사이트등록후자유판매

▪확보된사이트방문자와인지도 ▪입점자체가어려움 ▪단품으로일정기간만판매 ▪직접판매로인한판매수수료절감

▪다양한구매층의형성 ▪재고에대한리스크감소,경비절약 ▪판매자의지에따른사이트구성

▪많은판매자와의치열한경쟁

▪입점후M D지원으로성공가능성

▪판매상품에대한높은수수료 ▪상품판매의비지속성 ▪직접마케팅진행으로인한초기

▪입점초기리스트상단노출어려움 ▪다수의상품을판매할수없음 ▪판매저조

▪자체회원관리불가능 ▪승인제로스피디한상품판매어려움

자체회원관리불가능 ▪경쟁력있는상품이없을경우 ▪회원관리가능
▪자체쇼핑몰과연계하여
▪구매자를자사로유입가능

▪상품력에따라M D지원제공 ▪판매조차시도어려움

▪지속적판매가안될경우운영에

▪대한예측불가능

▪지속적성장가능성

▪성장후오픈마켓, 종합몰입점용이

종합몰 소셜커머스 자체쇼핑몰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2



쇼핑몰을만들기위해꼭알아야하는필수용어
쇼핑몰을준비하면서꼭알아야하는용어입니다.

도메인 솔루션 PG 호스팅 구매안전서비스

개인또는기업이소유하는

인터넷환경의주소

프로그램을미리개발해

두었다가소프트웨어형

태로제공하는서비스

서버의작은개념으로쇼

핑몰을웹에노출하고저

장하는역할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3

무통장거래시구매자의

안전을보호하기위한보

험형태결제방식

인터넷환경에서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가가능하도

록.�제공하는업체



도메인| 인터넷주소

개인및기업이소유하고있는인터넷환경의주소로인터넷비즈니스에서중요한요소

홈페이지주소,�기억하기쉬워야바로찾아옵니다.

[좋은도메인을선택하는기준]

되도록짧은도메인이좋습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4

외우기쉽고무언가연상되면더좋습니다.�

상품과연관성이높은것이좋습니다.

숫자와특수문자는피해야합니다.

com,co.kr,�net 등유사도메인은함께구매하세요.



프로그램을미리개발해두었다가소프트웨어형태로제공하는상품

[쇼핑몰제작VS솔루션]

솔루션| EC호스팅

A-Z까지원하는기능에대한개발로시
간과비용이많이들어감

비용 이미만들어진기능을제공하기에
정해진비용만부담

VS

원하는기능에대한개발로개
설까지3개월이상기간소요

기간 만들어진프로그램을세팅하여

제공,2시간이내개설
VS

추가적원하는기능에대하여
추가개발을진해해야함

편의성 필요한기능이기본적으로세팅
상품에따라확장/�튜닝제공

VS

별도구매한호스팅서버이용으로
트레픽및디도스공격에직접대응

안정성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5

VS
NHN커머스의솔루션은파이오링
크를통해보안관제



PG(전자지불서비스) |PaymentGateway

무통장입금27 . 9%

계좌이체3. 3%

인터넷환경에서카드결제,�계좌이체등의결제가가능하도록제공하는업체

[다양한쇼핑몰결제방식]

1 신용카드결제

가장많이활용하는결제방식
가상계좌0 . 7 % 국내모든카드를사용한상품결제방식

2 실시간계좌이체

구매자의인터넷뱅킹계좌에서바로송금하는결제방식운
영자는실시간이체내역확인가능

3 가상계좌(전용계좌)결제

카드결제70% 구매자만을위한전용계좌번호가발급되어직접송금하는방식

4 휴대폰결제

휴대폰소액결제로구매하고, 휴대폰요금과합산하여청구

5 무통장입금

구매자가직접정해진계좌로송금하는결제방식
* 2 0 1 4  년1월 1일부터무통장입금결제방식제공시보증보험발급의무화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6



서버의작은개념으로쇼핑몰을웹에노출하고저장하는역할

호스팅| Hosting

상품/디자인 호스팅(서버) 사용자

도메인 인터넷에쇼핑몰을개설/운영할수있게세팅이완료되어

저장된정보를사용자에게보여주는역할

웹호스팅 독립형웹호스팅

유저1

유저2

한서버를다수의고객사가공유하여이용
(내웹서버공간은서버의일부)

유저3

한고객사가단독서버를사용
(내웹서버공간은서버전체)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7



구매안전서비스|현금결제안전장치

에스크로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8

쇼핑몰보증보험

현금거래시발생한피해를보상해주는보험으로서울

보증보험㈜이100%보호(보상)하는서비스

무통장입금등의현금결제시구매자의안전을보호하기위한안전장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법률제13조에의한의무가입사항

에스크로or쇼핑몰보증보험(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결제수단선택시제공되어야합니다.

결제수단

보증기간

결제흐름

수수료율

무통장결제주

문일+3 7일

구매자의무통장계좌로입금

거래액의0. 5 3 5 %

결제수단

보증기간

결제흐름

수수료율

계좌이체및가상계좌

배송후구매확정까지

PG사예치후정산

PG수수료 +에스크로비용

현금결제시결제대금예치업체(PG사)가결제대금

을맡아둔후배송완료시결제대금을지급



Part.3 온라인쇼핑몰만들기

3 .1쇼핑몰개설프로세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1 단계 7단계

쇼핑몰 쇼핑몰이름 행정신고 PG신청하고 쇼핑몰 쇼핑몰 상품
솔루션신청하기 도메인등록하기 완료하기 결제연결하기 디자인하기 운영정책세우기 등록하기

쇼핑몰온라인창업을위한7단계프로세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19



Step1.쇼핑몰솔루션선택
Part.3 온라인쇼핑몰만들기

NHN커머스의쇼핑몰솔루션은쇼핑몰운영에필요한필수기능을갖추어

운영전략에맞춘다양한효과를쉽게구현할수있도록제공합니다.

고도몰5

운영에맞는커스터마이징이가능한고도몰5

▪월비용:33,000원

▪4GB디스크공간제공
-상품400개이상등록가능
-용량추가1MB/1,100원

▪PG서비스모듈제공
-등록비220,000원면제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0

shop by

Z커머스시대!모든규모에따라최적화된shop by

초기 자본 부담없이 가볍게 시작 원하는 기능 및 디자인 구현이 가능

shop�by�premium

▪월비용:무료

▪서버
-스토리지/트래픽무제한
-클라우드환경

▪서비스지원
-도메인1개연결
-위즈윅디자인구현
-간편결제지원

▪월비용:무료

▪1GB디스크공간제공
-상품 100개이상등록가능
용량추가 1MB/ 1,100 원

▪PG서비스모듈제공
-등록비220,000원일부지원

1인 및 소규모 창업 추천 1인 및 소규모 창업 추천 대형 온라인 비지니스

▪월비용:33,000원(무료)

▪서버
-스토리지/트래픽무제한
-클라우드환경

▪서비스지원
-도메인5개연결
-HTML 디자인구현
-OPENAPI지원(예정)

▪월비용:무료
(클라우드사용료별도)

▪서버

-스토리지무제한
-클라우드환경

▪서비스지원
-도메인무제한
-HTML 디자인구현



Step2.쇼핑몰이름.도메인등록하기

Part.3�온라인 쇼핑몰만들기

쇼핑몰의주소는기억하기쉽고,

쇼핑몰을연상시킬수있어야다시찾아옵니다.

https ://nhncommerce.whoisdomain.kr/

[도메인검색]

STEP1

도메인을검색하면7가지유형(com,�net,�kr,�co.kr,�

info,�biz,�org)에따라등록가능여부를확인하실수

있습니다.

STEP2

원하는도메인으로구매후쇼핑몰과연결하여

이용합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1

STEP1.�도메인 구매하기

STEP2.�도메인 등록하기
▼ NHN커머스도메인구매및등록



Step3.행정신고완료하기

Part.3�온라인쇼핑몰만들기

온라인쇼핑몰운영을위해서는사업자등록과통신판매업신고는필수입니다.

또한자본금1억이상,상품판매와홍보를함께하면부가통신사업등록까지진행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시주의사항]

항목 내용

신고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20일이내

과세vs�면세
업종이과세대상인지,면세대상인지확인
:�겸업일경우과세사업으로등록

일반과세자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연매출4,800만원이상
세금계산서의무발급

간이과세자연매출4,800만원이하
세금계산서발급불가

※세금계산서요구거래처와거래불가

동업계약
2인이상의사업자가사업진행시
동업계약서작성하여첨부

[통신판매업신고주의사항]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2

항목 내용

접수처 온라인접수(민원24)/오프라인접수

주요기재항목

상호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쇼핑몰URL)��

도메인설정후신고가능

호스트서버소재지

신고비용 사업장주소지관할인구에따라부과



Part.3�온라인쇼핑몰만들기

Step4.PG신청하고결제연결하기

쇼핑몰결제의70%는카드결제입니다.

PG신청은선택이아닌필수이며,에스크로및쇼핑몰보증보험도꼼꼼히챙겨주세요!

[NHN커머스PG서비스장점]

3.3%~

22만원
무료

*�쇼핑몰유형에따라지원금액
이상이할수있습니다.

검증된국내최고PG사와업무제휴를맺고있습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3

*�쇼핑몰유형에따라상이할수
있습니다.

최저수수료

다양한결제기능을제공하는쇼핑몰필수서비스입니다.
PG�등록비



Step5.쇼핑몰디자인하기

Part.3�온라인 쇼핑몰만들기

무료로제공되고계속업데이트되는100종이상의디자인스킨과,

디자인전문에이전시에서업데이트하는유료스킨으로내쇼핑몰의개성을표현하세요.

[무료디자인스킨] [유료디자인스킨전문디자인업체의뢰]

! ! 디자인업체의뢰시주의사항

샘플디자인은2개이상선택하세요!
마음에드는샘플을2개이상선택하여야원하는컨셉을정확히전달할수있습니다.

향후수정사항이발생될수있음을고려하세요!��
수정사항이나변동사항이있을때유지보수를받을수있는지,��
디자인원본파일은받을수있는지꼭확인하세요.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4



Step6.쇼핑몰운영정책세우기

Part.3�온라인 쇼핑몰만들기

쇼핑몰의성공을위해서는디테일한운영정책이필요합니다.

구석구석꼼꼼한정책수립이오픈후혼란을감소시킬수있습니다.

배송정책

배송비용정책(산지배송고려)
- 일정금액이상시무료배송(객단가확보)

포장및반송정책
- 상품의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포장
- 반송기간과반송비정책

회원정책

회원등급관리(VIP정책)
- 일정금액이상구매시+ 몇회이상구매시
(단골고객의확보)
- 회원가입시적립금정책과축하인사방법

고객지원
- 고객상담시간과방법

상품관리정책

상품업데이트주기
- 신상품의업데이트주기와신상의시기

재고관리및가격비교
- 품절없는상품관리와경쟁사와의가격
차별화를위한모니터링

환불정책

환불,�맞교환,반품기간
- 정확한규정을공지사항이나상품설명에함께
기재하여제공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5

환불발생에따른회원등급
- 회원등급관리정책시환불발생고려



Step7.상품등록하고쇼핑몰오픈하기!

Part.3�온라인 쇼핑몰만들기

내쇼핑몰의컨셉을가장잘표현할수있는상품진열은

한번방문한고객의지속적인관심을끌어들일수있습니다.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6



Part

04 온라인쇼핑몰홍보하기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7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무료광고마케팅

-통합키워드광고

-지식쇼핑하우

-쇼핑박스

-배너광고

-브랜드광고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Part.4 온라인 쇼핑몰 홍보하기

필수적용

무료광고마케팅

주목도UP

통합키워드광고

상품노출

지식쇼핑하우

매출극대화!

쇼핑박스

노출극대화!

배너광고

충성고객만들기

브랜드광고

검색엔진등록
키워드검색시웹사이트검색결과가리스트에노출되는무료서비스

네이버페이가입
네이버ID하나로가맹점어디서나안심하고간편한결제제공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8



필수적용

무료광고마케팅

주목도UP

통합키워드광고

상품노출

지식쇼핑하우

매출극대화!

쇼핑박스

노출극대화!

배너광고

충성고객만들기

브랜드광고

클릭초이스등록
검색최적화를위해쇼핑몰에맞는키워드를선정하여등록

네이버쇼핑/다음쇼핑하우입점
네이버쇼핑및다음하우쇼핑에입점하여포털의고객을내쇼핑몰고객으로활용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29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Part.4 온라인 쇼핑몰 홍보하기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필수적용

무료광고마케팅

주목도UP

통합키워드광고

상품노출

지식쇼핑하우

매출극대화!

쇼핑박스

노출극대화!

배너광고

충성고객만들기

브랜드광고

네이버/다음/네이트쇼핑박스등록
포털메인에썸네일컨텐츠로노출하며,입찰을통해탭및테마에맞는컨텐츠를전시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0

Part.4 온라인 쇼핑몰 홍보하기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Part.4온라인쇼핑몰홍보하기

필수적용

무료광고마케팅

주목도UP

통합키워드광고

상품노출

지식쇼핑하우

매출극대화!

쇼핑박스

노출극대화!

배너광고

충성고객만들기

브랜드광고

포털배너광고등록
주요화면초기화면에임택트있는브랜드메시지를전달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1



4.1�단계별마케팅홍보가이드

Part.4 온라인 쇼핑몰 홍보하기

필수적용

무료광고마케팅

주목도UP

통합키워드광고

상품노출

지식쇼핑하우

매출극대화!

쇼핑박스

노출극대화!

배너광고

충성고객만들기

브랜드광고

바이럴마케팅을통한쇼핑몰브랜드가치UP!
블로그및카페를이용하여검색시많은노출을제공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2



Part

05 NHN커머스창업지원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3

1. 운영지원부가서비스

2. 관리지원을위한관리자APP



5.1�운영지원 부가서비스

Part.5 NHN커머스 창업지원

모바일샵V2

https://www.nhn-commerce.com/echost/mobile/mobile-shop-intro.gd

쇼핑몰운영지원을위해

다양한필수부가서비스를무료로제공합니다.

필수부가/추가서비스

PG�등록비(220,000원)무료지원

(무료형솔루션의경우일부지원)

쇼핑몰로그분석(에이스카운터)1개월무료
(쇼핑몰솔루션연장시추가무료개월지급)

디자인스킨100종및디자인소스4만6천가지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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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관리지원을위한관리자APP

PC와동일하게신속한쇼핑몰관리지원을위한

관리자APP무료제공

관리자APP
언제,어떤환경에서나쇼핑몰운영이가능합니다.

[주문내역을바로바로확인가능]

[바로찍어올리는상품등록]

www.nhn-commerce.com/echost/mobile/admin-app-intro.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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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문의]

- 창업문의 1688-7662(1번:창업상담및신청문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hncommerce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nhncommerce

초보창업자를위한쉬운창업가이드36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hncomme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