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JIONE
[기본세팅] 주문서 양식
구매순서 / 방법 안내
1) 주문서 작성

주문서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웹지원 홈페이지 1:1 문의에 붙여넣기 하여 작성합니다.
1:1 문의 (필수)항목을 꼼꼼하게 작성 바랍니다.
2) 디자인 구매

주문서를 보내주셨다면 디자인을 구매하여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3) 세팅 작업

주문서작성 및 결제가 확인되면 주문서를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며, 약 1일의 작업시간이 소요됩니다.
4) 작업 완료

세팅작업이 완료되면 원본파일과 매뉴얼을 이메일로 송부드리며 작업 완료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웹지원 홈페이지에 구매자, 후기작성자 분들께 디자인 소스가 제공되니 접속하셔서 사용방법을 확인바랍니다.

사이트의 세팅옵션과 배너연동 안내

구매옵션은 크게 일반 사이트와 글로벌패키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사이트 : 기본세팅, 풀세팅 (총 2개)

글로벌패키지 : 기본세팅, 언어팩1, 언어팩2, 언어팩3, 풀패키지 (총 5개)

세팅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지원 홈페이지 구매안내를 참고바랍니다.
세팅작업시 [배너의 고유 연동코드와 고객님 계정 관리자에 연결 되도록 배너연동] 맞춤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쉽게말해 [배너 연동]이라고 하는 해당 작업은 모든 세팅옵션에 공통적으로 작업을 진행 해드립니다.

[배너 연동] 작업을 원치 않으신다면 굳이 진행 해드리지는 않지만 첫 [배너 연동] 작업은 사이트의 제작자가 아닌 이상 숙련자에게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코드를 찾아야 하는 상당히 피곤한 작업)

연동 작업을 안받으셔도 코드를 일일히 알려드릴 수 없으며, 미작업으로 넘어가면 추 후에도 연동작업을 진행 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안내

웹지원에서는 주문서 또는 문의사항을 모두 이메일로만 받으며 받은 이메일은 계정정보가 없는 메일이라 해도 전부 일주일 후 폐기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코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문의에 경우에는 계정정보가 필요없지만

코드를 확인 해야 하거나 작업의뢰를 주실때는 계정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정보 없이 문의 또는 작업의뢰만 주시면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으
며, 재문의를 주실때 문의주신 내용 또는 의뢰내용을 다시 기재해주셔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문의 또는 작업의뢰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웹지원 홈페이지에 1:1 문의 이용시 관리자 이메일로 바로 전송됩니다.

1. 구매자 조회 및 계정정보

1-1. 구매사이트의 상품명 또는 상품코드 (필수) (예 : 델리사이드 모바일세트)
1-2. 구매자이름 (필수)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명도 작성바랍니다.)
1-3. 연락처 (필수)
1-4. 이메일 (필수)
1-5. 디자인센터 계정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세팅작업은 고객님 계정에 사이트를 복사 한 다음 진행됩니다.

사이트 복사를 하기 전 디자인센터에서 구매자 승인이 있어야 복사버튼이 활성화 되며, 구매자 승인을 스킵하고 빠르게 작업진행을 원하
신다면 디자인센터 계정정보를 작성바랍니다. (미작성시 세팅작업전 안내문자를 꼭 확인바랍니다.)
1-6. 쇼핑몰관리자 계정정보 - 상점아이디, 비밀번호 (필수)

세팅작업시 꼭 필요하며 부운영자(상점아이디,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계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부운영자 계정으로 작성시 관리자화면에 [상점관리], [상품관리], [게시판관리], [디자인관리], [모바일쇼핑몰] 페이지에 접속제한이 걸
려 있으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1-7. FTP 계정정보 - 아이디, 패스워드 (필수)

FTP 계정정보가 쇼핑몰관리자 계정정보와 같을시 미작성

2. 세팅작업정보

2-1. 인스타그램 태그명 (사이트 하단에 위젯 노출 / 예 : #WEBJIONE)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게시글을 긁어오는 기능은 인스타그램측에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태그로 게시글을 긁어 위젯으로 노출시킬 수 있으며, 게시글 등록시 #WEBJIONE 과 같이 자신의 브랜드를 넣거나
고유 태그를 게시글마다 공통적으로 달아서 해당 태그를 긁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2. 배너연동 작업 여부

(주문서 양식 맨 첫장에 "사이트의 세팅옵션과 배너연동 안내" 참고)
2-3. 로고 이미지

(로고의 원본파일을 첨부하여 주문서와 함께 송부바랍니다.

이미지로 된 파일을 송부할 경우(jpg, gif, png등) 로고 적용시 이미지가 깨질 수 있습니다.)

2-4. 기타문의

(이미 상의를 한 추가수정 작업 / 사이트내의 무상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힌 기능의 변경시)
세팅작업의 완벽도에 따라 디자인의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완벽한 작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 부탁드리며,

"이런식으로" 또는 "저런식으로" 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시
해당 부분만 미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