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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완성도 높은 사이트 구축 진행으로
실제 최단 기간 수익 창출에 도움을 드립니다.

해드림 서비스 내용

고도몰 솔루션 전문가를 통해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의 기능을 파악, 쇼핑몰 솔루션 사용을

최적화 해드립니다.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이 쇼핑몰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해드림이란?

NHNgodo의 쇼핑몰 솔루션을 바탕으로 디자인+튜닝+매니지먼트를 한번에 진행하는 파워서비스

: 해드림의 진행프로세스

01.

해드림 상담

디자인 개발 등 구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

세하게 상담/견적진행

02.

쇼핑몰 기본 세팅

고도몰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내용 설정

04.

디자인/개발 튜닝

제휴된 에이전시를 통

한 디자인/퍼블리싱/개

발을 신속하게 진행

03.

상품 등록 및 가이드

고객이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종

의 상품 등록 및 가이드

05.

PG심사 및 검수

PG승인을 위한

세부사항 검수.

PG 진행 방법 안내

06.

쇼핑몰 오픈

네이버/다음 사이트 등

록. 간편로그인&간편결

제 가이드, 주문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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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해드림 상담

: 해드림의 신뢰도 높은 상담 및 견적 산출

고객 의뢰사항 점검

솔루션 기반 개발여부/개발/디자인 방식 판단

매니저 가견적 안내

실제 견적서 작성 전 가격적 안내

에이전시 견적사항 점검

책정 비용 합리성 검토 및 재견적

디자인/개발 제안

고객 기획사항/견적 바탕으로 역제안

의뢰 고객 에이전시

견적의뢰 견적의뢰

실 견적서 비용 책정

해드림

: 해드림을 통한 리소스 낭비 절감

비용적 절감

시간적 절감

인력 리소스 절감

: 불필요한 개발을 미연에 제어, 솔루션 기능 최대한 활용한 사이트 제작을 통해 개발 비용이 절감됩니다.

: 커뮤니케이션 오류 최소화, 풍부한 쇼핑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쇼핑몰 구축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개발을 포함하기에 인력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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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솔루션 세팅 및 구축

: 솔루션 기본 세팅 사항 안내

디자인 제작 진행과 개발의 신속함을 위해 솔루션의 기본적인 정보는 세팅을 해드립니다.

세팅해드리는 항목은

회사정보 설정, 카테고리 설정, 게시판 생성, 택배사&배송비 설정, 가입항목 설정, 

약관 동의 설정, 상품등록 (10개), 회원등급 설정, 마일리지/쿠폰 설정 등 입니다.

그 외에 솔루션의 사용과 활용은 전담 매니저와의 교육을 통해 안내가 됩니다.

: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도 구현하는 완성도 높은 쇼핑몰 제작

해드림을 위한 38개 국가대표 디자인/개발 에이전시 확보하여 디자인/개발 퀄리티 최대한 높였습니다.

디자인 스킨/스킨 반맞춤/맞춤제작 등의 방식으로 만족도 높은 UI/UX의 쇼핑몰을 디자인합니다.

매장픽업, 회원별 별도 가격 설정, SNS형 쇼핑몰 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원하시는 모든 기능을 구현 가능합니다.

원하는 쇼핑몰 디자인과 기능 모두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해드림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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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쇼핑몰 오픈/솔루션 교육

: 쇼핑몰 운영을 위한 솔루션 일대일 교육

해드림 매니저는 NHNgodo의 솔루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솔루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품등록/주문관리/회원관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기능을

교육과 안내 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내방/방문 교육이 가능하며, 기능에 대한 문의는 유선과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해드림은 만들어진 쇼핑몰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쇼핑몰 오픈을 위한 가이드 및 오픈테스트

도메인
연결

네이버 사이트
등록 가이드

기본 전자결제
연결 가이드

네이버페이,
페이코 연결가이드

구축사항
전체 점검

최종 주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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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고객 사례

단위(백만)

: 해드림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해드림 고객 A사의 5개월간 실적성장

100

200

300

400

2018년 3월 2018년 4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2018년 7월

해드림 업체 최고 매출액 신생 브랜드 해드림 런칭 L사 해드림 후 3개월 차 매출

해드림 전 해드림 후 K업체 H업체 O업체 평균

월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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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교

1. 쇼핑몰 솔루션 전문가가 1:1 상담 및 구축 케어

2. 다양한 제휴에이전시를 통한 가격/품질 신뢰도

3. 쇼핑몰 운영에 최적화된 쇼핑몰 솔루션 바탕으로 구축

비용/시간 소모 감소

4. 고도몰5의 지속적인 솔루션 유지 보수

5. 해드림 매니저를 통한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간소화

6. 깊이 있는 솔루션 교육을 통한 지속운영 가능

7.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각종 마케팅 전문가 연계

1. 쇼핑몰운영 시스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수고로움

2. 신뢰하기 힘든 업체 규모

3. 쇼핑몰과 솔루션을 함께 제작/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시간 소요가 큼

4. 솔루션 경우 개선/유지보수 불가, 진행시 비용 청구

5. 쇼핑몰 솔루션 사용에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 장애

6. 마케팅 연계가 어려움

: 탄탄한 쇼핑몰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해드림의 쇼핑몰 구축은 일반 쇼핑몰 구축과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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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서비스 내용 – 왜 해드림인가?

구 분
솔루션
공급

쇼핑몰
개발

사용자
편의성

튜닝/
(플러스샵)

호스팅 유지보수
쇼핑몰
전문성

리소스
절약

마케팅
가이드/
교육

일반

에이전시
O O △ △ △ △ - - - -

O O O O O O O O O O
해드림

: 해드림 서비스 내용과 일반 쇼핑몰 에이전시 비교

리소스 낭비는
최소한으로

: 왜 해드림인지 비교할 수록 명확합니다.

최적화 프로세스로
최단기간에

전문가의 손길로
고품질 쇼핑몰 제작

매출 상승
유입량 대폭

상승
운영 편의성

상승



WORK



해드림 WORK

런칭

2017.05(프로젝트 기간 : 3개월)

솔루션

고도몰5 pro

개발/디자인사항

패션 전용 맞춤 디자인

(브랜드별 관리노출, 상품페이지 디자인)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맞춤디자인

하플리

www.happly.co.kr

m.happly.co.kr



해드림 WORK

녹십자헬스케어

www.pntmall.com

m.pntmall.com

런칭

2017.05(프로젝트 기간 : 3개월)

솔루션

고도몰5 pro

개발/디자인사항

- 건강식품 전용 맞춤 디자인

- 튜닝 기능

1) Dr.PNT 자가테스트

2) 병원회원 코드 인증

3) 병원별 수수료 정산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맞춤디자인/개발



해드림 WORK

손맛

www.sonmatchan.com

m.sonmatchan.com

런칭

2017.09(프로젝트 기간 : 3개월)

솔루션

고도몰5 pro

개발/디자인사항

푸드 전용 맞춤 디자인

(식품 선택담기에 알맞는 디자인구성 및

레이아웃)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맞춤디자인



해드림 WORK

글라스락

www.samkwang.co.kr

m.samkwang.co.kr

런칭

2018.01(프로젝트 기간 : 2개월)

솔루션

E나무 독립형

개발/디자인사항

보상판매 프로모션 맞춤개발

(반납상품 갯수 선택 후 교환상품 선택 후

결제)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이벤트전용 맞춤개발



해드림 WORK

헤어로

www.hairro.com

m.hairro.com

런칭

2017.08(프로젝트 기간 : 3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뷰티용품 전용 맞춤 디자인

(블랙컨셈의 남성 컨셉 디자인)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맞춤 디자인



해드림 WORK

레이노 코리아

www.raynomall.com

m.raynomall.com

런칭

2018.05(프로젝트 기간 : 2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O2O주문 폐쇠몰 기능

(일반회원 구매 불가, 전용회원 구매)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O2O주문 폐쇠몰 구축



해드림 WORK

꼬끼오

www.ccokio.com

m.ccokio.com

런칭

2018.04(프로젝트 기간 : 10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 오프라인 매장 픽업 개발

- 꼬꼬수리(중개몰) 개발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기본기능/튜닝개발



해드림 WORK

어뮤즈

www.amusemakeup.com

m.amusemakeup.com

런칭

2018.03(프로젝트 기간 : 6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 제품별 옵션 이미지 노출(립스틱 컬러)

- 제품별 리뷰 노출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기본기능/튜닝개발



해드림 WORK

치즈코코넛

www.cheesecoconut.com

m.cheesecoconut.com

런칭

2018.06(프로젝트 기간 : 6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 코코넛지수(자체 포인트) 개발

- 핫딜 개발, 커뮤니티형 쇼핑몰 제작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기본기능/튜닝개발



해드림 WORK

바이닥터

www.bythedoctor.co.kr

m.bythedoctor.co.kr

런칭

2018.06(프로젝트 기간 : 4개월)

솔루션

고도몰5pro

개발/디자인사항

사진 촬영 참여 및 상세페이지 제작

솔루션내 특화기능 사용

기본기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