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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hat’s 5분 샵노트?

1. 샵노트 소개

Concept

TYPE

Target

Feature

• 모바일로 쉽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Application

• Hybrid APP, PC Web, Mobile Web

• 개인, 점주 모두 누구나 가능!

1) 편집 기능
모바일 홈페이지의 상단 및 하단 메뉴 편집 및 디자인 변경

2) 다양한 게시판 제공 및 게시글 관리기능
일반 게시판 외, 리뷰게시판 갤러리 게시판 생성 뿐 아니라
게시글/댓글 까지도 관리가 가능

3) 앱, PC에서 모두 관리 가능
어플리케이션에서 뿐 아니라 PC에서도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

4) 모바일 전단지/이벤트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요 이벤트(전단지)를 노출가능

5) 예약관리 시스템

유료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예약접수 및, 관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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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프로세스
* 서로 연동 관리됩니다.

1. 샵노트 소개

??

모바일홈페이지는 샵노트app과 PC관리자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샵노트app과 PC관리자는
수정/입력한 정보가 서로 연동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설정한 도메인].shopnote.kr)

관리

관리

PC
관리자

샵노트
Application

(shopnote.kr)

바로 가기 >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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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비스 주요 특징

1. 샵노트 소개

01 도메인 없어도 Yes!

02 다양한 게시판 지원

기존 도메인이 없어도 회원가입으로 OK!

일반 / 갤러리 / 리뷰 게시판 생성가능!

기존에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도메인이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도메인이 없어도 간단한 절차로 샵노트 회원이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부터 갤러리 형 게시판, 공지까지!
꼭 필요한 게시판들을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댓글에 비공개 글 설정까지 완벽하게!

03 SNS 연동

04 메뉴 편집 가능

모바일 홈피, 게시글 모두 SNS 공유가능

메인의 상단/하단 메뉴 자체 편집 가능

혼자만 보기 아까운 좋은 정보나, 마음에 쏙 든 업체의 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모두 OK

메인 메뉴명을 직접 설정가능(최대 개수 4개)하며,
하단의 메뉴까지도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05 메인 디자인 편집

06 예약문의, 신청서

메뉴 색상, 로고, 메뉴바 배경 등 편집가능

예약 및 문의, 각종 신청서들의 제작가능!

솔루션이면 다들 비슷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샵노트에서는 메인 디자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배경, 글씨 색 등 자체편집 가능!

메인 메뉴명을 직접 설정가능(최대 개수 4개)하며,
하단의 메뉴까지도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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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비스 주요 특징

1. 샵노트 소개

07 모바일전단지/이벤트

08 설정, PUSH

중요한 이벤트 또는 모바일전단지를 메인에~!

앱에서의 설정 및 PUSH기능 지원!

단순하게 게시판에서 이벤트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요이벤트를
바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샵노트 app에서는 내 소중한 정보를 위해
잠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샵노트 app과 PC에서 모두 PUSH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9 예약시스템

유료

드디어 탄생! 예약관리 시스템
문의 및 전화를 통한 예약은 이제 그~~만!
캘린더에 항목을 설정하면,
고객이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10

1.4 사용업체 현황
병원

• 병원 진료내용 및 후기, 정보 등을 안내

1. 샵노트 소개

클리닝 • 이용안내, 비용안내 및 신청서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음
업체

http://psuijungbu.shopnote.kr/

변호사 • 법률 상담 및 회생정보, 기타 정보 안내

http://klaw114.shopnote.kr/

http://newtent.shopnote.kr/

상담
센터

• 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사례 안내

http://dreamin.shop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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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업체 현황
일반
기업

• 제품 소개 및 위치안내, 제품Q&A

1. 샵노트 소개

카페

• 음료의 메뉴 및 더치커피 예약판매 등

http://airex.shopnote.kr/

개인

• 개인적인 추억, 이야기 등

펜션

• 펜션 안내 및 예약

여행

• 여행상품 안내 및 예약

http://aaron.shopnote.kr/

이 밖에도…
http://m.shopnote.kr/intro/neighbor
에서 더 많은 이웃 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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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잠깐!! 회원가입은 하셨나요??

1. 샵노트 소개

app 또는 PC(shopnote.kr)에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app 에서 가입하기
1. 휴대폰에서 google스토어 또는 iTunes스토어 로 접속합니다.
1

PC 에서 가입하기
1. http://shopnote.kr 에 접속합니다.
1

* 또는 하단 QR코드를 인식해서 접속하세요~

2
2. 로그인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1. 검색 창에 ‘샵노트’를 입력하여 검색하신 뒤,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3

앱을 실행하고,

4

화면에서 다음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약관동의

버튼을 누릅니다.

핸드폰인증

정보입력

3

이름, 아이디… 휴대폰 인증을 마친 뒤,
샵노트 약관에 동의하고 페이지 하단의
누르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통 주의사항!!
* 기존 샵노트 회원의 경우 app을 다운로드 하신 뒤, 로그인 하셔서 ‘신규버전 샵노트 이전’ 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샵노트와 연동되던 운영자일기2는 5분 샵노트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으시면 업체로서의 승인이 보류되며, 추후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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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메인 화면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App또는 PC에서 편집하여 설정된 디자인/메뉴가 적용됩니다
* 단, 모든 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최초 생성 시 기본게시판 및 업종에 따른 기본이미지가 적용
* 디자인 적용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단축메뉴

로고/메인

1

로고 설정 및 배경이미지
app 또는 PC에서 설정한
로고이미지와 배경이미지가 노출

2

사이트맵 또는 공지사항 노출 버튼
등록된 공지사항 없을 경우 : 사이트맵 노출
등록된 공지사항 있을 경우 : 공지사항 노출

3

주요 메뉴
PC에서 설정한 주요메뉴가 노출
* 최대 4개까지만 노출

4

대문이미지
최초 생성시, 업종에 따른 기본이미지가 노출
되며, 최대 5장까지 롤링되어 노출

5
6

SNS 공유기능
7

샵노트 이웃보기

샵노트 이용자들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하단 메뉴
PC에서 설정한 하단메뉴에 따라 위치 및 명칭
노출되며,
카피라이트의 경우, 사용자의 상점 명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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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게시판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일반게시판/리뷰게시판/갤러리게시판에 따라 보여지는 형식이 달라집니다
* 갤러리 게시판의 경우, view방식 변경하여 보기 가능
* 게시판 설정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게시판 모아보기

일반/리뷰 게시판

2
3
1

게시판 모아보기
게시판 종류에 따라
보여지는 화면의 방식이 다름

게시글 검색
공지사항

갤러리 게시판

5
4

비밀 글 / 댓글
관리자에게만 보여지는 게시글은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며,
댓글 또는 비밀 글로 작성이 가능

베스트 글/신규 글
가장 인기 있는 글과 새롭게 올라
온 글에 대한 아이콘 표시

6

view 방식 변경
작은 사진으로 구성된 view방식,
큰 사진으로 구성된 view방식으
로 전환하여 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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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의 및 예약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문의 또는 예약관련 사항을 관리자에게 1:1 비밀 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의 경우 관리자app 또는 PC에서도 가능
* 설정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리스트 화면

문의 글 작성화면

업체 문의 정보

1

영업시간, 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가 노출됨

게시글 검색

4

질문 및 비밀번호 설정

5

메일로 답변 받기

2

제목/내용으로 게시글 검색 가능

체크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등록한 메일로 전송됨

문의/답변 연결 게시
비밀 글로 올라온 게시글에 대한
답변도 비밀 글로 처리되어 열람
가능

6

3

파일 첨부
워드문서, 파워포인트문서, 이미지
파일 등 10M까지 1개의 파일 업로
드 하여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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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청서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개별적으로 PC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확인 및 신청서 설정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1

신청서 이미지
PC(shopnote.kr)에서 신청서 이미지 변경 가능

2

분류 선택
PC(shopnote.kr)에서 분류 설정 가능

3

신청서 항목
PC(shopnote.kr)에서 신청서 항목 자유롭게 추가/수정 가능

4

파일 첨부
워드문서, 파워포인트문서, 이미지파일 등 10M까지
1개의 파일 업로드 하여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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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AQ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등록된 자주 묻는 질문은 분류 별로 구분되며, BEST검색어를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 FAQ 등록, 분류 설정 등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1

검색
제목/내용에 따른 검색 가능

2

BEST 검색어 , 분류명
BEST 검색어, 분류명에 따른 FAQ검색 가능

3

FAQ 게시글
PC(shopnote.kr)에서 등록한 순서대로 내용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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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바일 전단지/이벤트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중요한 이벤트를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팝업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수정 관리는 PC(shopnote.kr)에서 가능
* 기간이 지난 전단지(이벤트)는 팝업이 자동으로 미노출처리 됨

전단지(이벤트) 팝업

전단지(이벤트) 목록

목록 보기 1
전단지(이벤트) 목록 페이지로
이동 가능

제목/ 기간

2

SNS 공유가능

3

5

전단지(이벤트)목록
최신 등록 순 정렬되며,
이미지 / 제목/ 기간/ 내용2줄
형태로 노출됨

전단지(이벤트) 이미지 4
상세 URL 있을 경우 설정된
URL로 이동되며,
없을 경우 전단지(이벤트) 상세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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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약시스템

2.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예약이 필요한 펜션, 여행, 미용실,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시스템 설정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 해당 기능은 유료로 제공되며, 최초 1회에 한 해 결제 없이 30일간 무료 사용 가능
* 상세내용은 http://shopnote.kr/manage/inquiry/reserv_intro 를 참고하세요

유료

일별형

기간형
샘플화면을 보시려면,

1

담당자 연락처/안내문구

샘플화면을 보시려면,

1

대표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주요 안내문구(이용약관)등이 노출

2

대표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주요 안내문구(이용약관)등이 노출

카테고리별 보기/검색
원하는 카테고리 항목만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버튼을 눌러 검색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음

3

담당자 연락처/안내문구

항목 상세보기
색상처리된 항목을 누르면
해당 항목의 상세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숫자]형태의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날짜의 모든 항목이 노출된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

2

항목 리스트
선택한 날짜에 따른,
항목의 예약상태 확인 및 예약가능

3. 앱 관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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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메뉴

3. 앱 관리자 안내

메뉴를 펼치고 접을 수 있어,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메뉴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app에 없는 메뉴들은 PC(shopnote.kr)에서 관리 가능

메뉴 접힘 상태

메뉴 펼침 상태
1

회원정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

2

홈피관리
홈페이지 관리(기본정보/상세설정/메인 설정)
페이지로 이동

3

게시판
모바일 홈페이지에 올릴 게시글 및,
올라온 글에 대한 게시글 관리 페이지로 이동

4

예약처리
예약 시스템 관리 페이지로 이동
* 예약시스템을 사용 중일 경우에만 노출

5

대시보드
일 방문자수 및 페이지뷰 통계 페이지로 이동

5

설정
공지사항 확인 및 app설정관련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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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홈피관리

3. 앱 관리자 안내

홈페이지 기본정보, 상세설정, 메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 대문이미지의 경우 PC(shopnote.kr)에서 5개까지 등록 가능

기본정보 설정

상세설정

업체명, 전화, 시간, 이메일
업체소개글 및 이용안내 사진 등록 가능

원하는 이름으로 도메인 생성
* 기존 도메인이 없어도 가능!

주소/지도 등록해 따라, 주소 및 위치를
지도상에 표시가능

SNS 사용/미사용 선택 가능

메인 설정

대문이미지 등록 및 변경 가능
앱에서는 1개만,
PC에서는 최대 5개까지 설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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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게시판

3. 앱 관리자 안내

등록된 게시글 관리(수정/삭제), 답변 및 신규 글 게시가 가능합니다
* 게시판 형식(일반/갤러리/리뷰) 설정 및 권한 설정은 PC(shopnote.kr)에서 가능

게시글 관리

리뷰관리

댓글관리

댓글 삭제 및 댓글의 댓글 달기 가능

게시글 수정/삭제/답변 가능

게시글 노출/미노출 관리 및 삭제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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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예약처리

3. 앱 관리자 안내

고객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정보가 노출되며, 예약처리가 가능합니다
* 예약항목 설정 및 상세관리는 PC(shopnote.kr)에서 가능
* 예약시스템(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페이지 접근 가능

캘린더 화면

PC에서 등록한 항목에 대한
현재 예약상태 확인 가능

항목을 누르면 : 상세페이지로 이동
+숫자를 누르면 : 항목리스트 페이
지로 이동

항목 리스트

카테고리 및 기간, 추천상품, 항목을
선택하여 해당상품만 보기 가능

항목 상세

선택한 항목의 상세정보와
예약자 명단을 조회하여
상태변경페이지로 이동가능

항목 상태변경 처리

예약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요청
사항 등을 확인 가능하며
예약대기/예약완료상태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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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정

3. 앱 관리자 안내

앱 관련 정보 및 PUSH설정, 잠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 PC(shopnote.kr)에서 잠금 암호 초기화 및 PUSH설정 가능

2

어플리케이션 정보 확인
공지사항, 버전정보, 서비스 약관 등의
기본 어플리케이션 정보 확인 가능

PUSH 설정

1

샵노트 서비스 운영자가 등록한
새로운 공지사항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게시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답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리뷰 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예약문의 등록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신청서 등록에 대한 PUSH ON/OFF 설정
새로운 예약 신청 건에 대한 PUSH ON/OFF 설정

3

보안설정
앱 실행 시 보안번호 4자리를 입력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

4. PC관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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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정보 관리

4. PC관리자 안내

기본정보 메뉴에서는?
업체 기본정보와 모바일홈페이지 주소 및 app관련 설정을 관리합니다

기본정보

http://shopnote.kr/manage/info/base

업체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는 페이지로서
다음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
•
•
•
•
•
•
•
•

상호/업체명
주소
분류 1차, 2차
문의전화
영업시간
문의이메일
업체위치
업체 소개 글 및 업체 사진
이용 안내 글 및 이용안내 사진

주소관리
및 설정

http://shopnote.kr/manage/info/domain

app알림
및 잠금

http://shopnote.kr/manage/info/push

모바일 인터넷 창에서 필요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어플리케이션 PUSH와 잠금 관련 설정을
제어합니다.

•
•
•
•
•
•

•
•

자동도메인 주소
개인도메인주소(있을 경우에만)
모바일 웹 사용여부
PC 사이트 URL(있을 경우에만)
배경 바로 가기 아이콘
SNS 사용여부

app 푸쉬 알림 설정
app 잠금 번호 초기화

* 샵노트 앱 관리자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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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기본정보 > 기본정보’ 사용 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fo/base
1

상호/업체명 입력

2

우편번호 검색 후, 상세 주소 입력

3

1차 업종 분류 선택

4

2차 업종 분류 선택

5

문의 전화번호 입력

6

영업시간 입력

7

문의내용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8

번지를 검색 후, 약도 등록

9

업체 소개 글 및 업체 대표사진 등록

메인 화면

10 이용 안내 글 및 이용안내이미지 등

록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저작권 및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정보 화면

4.1.2 ‘기본정보 > 주소관리 및 설정’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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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fo/domain

1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할 도메인 등록
* ‘XXX.shopnote.kr’ 형태의 주소가 생성됨

2

기존에 소유한 도메인 있다면 등록
* 반드시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 도메인 등록
* 도메인사이트에서 샵노트 네임서버로 변경 후 등록
* 1~2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모바일 웹 사용여부 선택
* 미사용 처리하면, 모바일홈페이지 접속이 안됨. 유의!

4

기존 PC사이트가 있다면 입력

5

모바일홈페이지 북마크시, 노출될 인사말 설정

6

바로 가기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 등록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PC버전링크
* 미 등록 시, 기본 샵노트 아이콘이 노출

7

SNS 아이콘 노출여부 선택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PC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은 개인도메인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PC사이트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 모바일 웹 사용여부에는 운영중단을 제외하고 ‘사용’으로 체크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바로 가기 아이콘

4.1.3 ‘기본정보 > app 알림 및 잠금 번호 설정’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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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fo/push

1 새로운 공지사항에 대한 PUSH ON/OFF

모바일 홈페이지가 아닌
샵노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됩니다.

2 새로운 게시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3 새로운 답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4 새로운 리뷰 글 등록에 대한 PUSH ON/OFF
5 새로운 신청서 등록에 대한 PUSH ON/OFF
6 새로운 예약 신청 건에 대한 PUSH ON/OFF

7 app의 잠금 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버튼을 클릭

반드시 확인 !!
*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푸쉬 알림을 원치 않으실 경우 ‘OFF’로 설정하세요.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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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디자인 관리

4. PC관리자 안내

디자인 메뉴에서는?
메인 화면 및 상단, 하단 메뉴의 색상 및 명칭 등을 설정합니다

메인
디자인

http://shopnote.kr/manage/design/base

메인 화면 및 전체적인 메뉴색상 및
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지정하는 페이지로서 다음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
•
•
•
•

로고 이미지
상단 배경 이미지
상단 메뉴 배경
메인 대문 이미지
업체 모바일 웹 QR

메뉴
관리

http://shopnote.kr/manage/design/menu

주요 메뉴 설정 및 하단 메뉴 및 게시판 순서 등을
지정합니다.
•
•
•

상단 메뉴 관리
메인 게시판 메뉴 순서
하단 메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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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디자인 > 메인 디자인’ 사용 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design/base
1 타이틀 바 영역의 로고 및 배경을 직접 편집하고

싶을 때 사용으로 체크
* 모바일기반의 HTML과 CSS작업이 가능하신 분만
사용권장
2 로고 이미지 등록
* 배경이 투명한 PNG파일을 권장

3 상단 배경 이미지 등록
* 로고 배경색과 일치하는 색상 또는 어울리는
이미지 등록권장

상단 타이틀 바 및 상단메뉴

4 상단 메뉴 배경색상 및 글자색상 선택
* 상단 배경에 넣을 이미지가 없을 경우,
배경색상을 선택 및 글자색상 선택가능
* 흰색 글자 색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길 권장

--- 아래 영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상단 배경색과 글자 색을 동일한 색상으로 사용하시면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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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디자인 > 메인 디자인’ 사용 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design/base
1 메인 대문이미지 사용/미사용 설정
2 대문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 첨부
3 대문 이미지의 제목 및 설명 작성
4 대문 이미지 클릭 시 연결할 URL 있을 경우 작성

(없을 경우 미 작성)
5 등록한 이미지 수정을 원할 경우 클릭

6 등록한 이미지의 삭제를 원할 경우 클릭

메인 화면

7 대문 이미지 노출 순서 변경

8 QR 이미지 태그 복사(이미지가 복사되는 것이 아님)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메인 대문 이미지는 최대 5개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 및 초상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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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디자인 > 메뉴관리’ 사용 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design/menu
1 상단 메뉴로 사용할 명칭을 입력
2 입력한 명칭에 연결할 링크 선택

3 메뉴 순서 변경
4 메인 화면에 노출할 게시판을 선택하여 추가
5 게시판 명칭 및 사용여부 및 삭제처리

6 게시판 노출 순서 변경
7 하단 영역에 노출할 메뉴 명칭을 입력
8 입력한 명칭에 연결할 링크 선택
상단 메뉴 / 메인 화면 게시판 영역
/ 하단 메뉴

9 메뉴 순서 변경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상단 메뉴는 최대 4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 메인 게시판은 최대 5개까지, 하단 메뉴는 최대 4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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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시판/리뷰 관리

4. PC관리자 안내

게시판/리뷰 메뉴에서는?
게시판 생성 및 수정, 게시글 관리, FAQ, 모바일 전단지 등을
관리합니다

게시글
관리

http://shopnote.
kr/manage/boa
rd/manage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
으며, 등록된 게시글을
삭제 및 수정 등의 작업
이 가능합니다.
•
•
•
•
•
•

게시글 등록
게시글 수정/삭제
게시글 노출/미노
출 설정
게시글 베스트 선정
공지게시글 등록
게시글에 대한 답글
등록 및 댓글 등록

게시판
만들기

http://shopnote.
kr/manage/boa
rd/make

게시판 타입을 선택하여,
필요한 새 게시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
•
•

•
•

게시판 타입 지정
접근 권한 지정
댓글 사용/미사용
지정
답변 사용/미사용
지정
게시글 관리자 승인
여부 지정
게시판 노출/미노출
지정
게시판 잠금 설정

게시판
관리

http://shopnote.
kr/manage/boa
rd/lists

FAQ

http://shopnote.
kr/manage/boar
d/faq

등록된 게시판의
게시글 관리 및 기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게시판 비밀번호 설정
새 글/총 개수 보기가
능
각 게시판의 게시글 관
리기능
게시판 기능 변경
게시판 삭제

•

FAQ 사용여부 설정
FAQ 분류 등록
BEST 검색어 등록
1페이지에 노출할
질문 노출개수 지정
등록된 FAQ 관리 및
새 FAQ 등록

모바일
전단지 /
이벤트

http://shopnote.
kr/manage/boa
rd/advertise

메인 화면에 팝업으로
노출할 주요 이벤트 또는
전단지를 관리할 수 있습
니다.
•
•
•

•

등록된 모바일 전단지
/이벤트 관리
새 모바일 전단지/이
벤트 등록
메인 노출, 목록 노출
설정
전단지 URL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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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게시판/리뷰 > 게시글 관리’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board/manage
1 게시판, 회원구분, 게시글 등을 통한

게시글 검색기능
2 게시판 URL을 복사할 수 있으며,

게시판 미리 보기가 가능
3 클릭하여 게시글 상세내용을 볼 수 있음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 홈페이지 각 게시판의
글을 관리하는 것이며

샵노트 앱에서의
‘게시판’ 메뉴와 연동됩니다.
4 글 노출(승인)/미노출(미승인) 설정 및

수정, 삭제하기

5 원하는 글을 공지로 설정하거나 베스트 글로

설정하는 기능

6 새 게시글 등록하기

반드시 확인 !!
* 공지 및 베스트 글 지정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승인’으로 노출되지 않은 글은 모바일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공지 -> 베스트 -> 일반 등록 순으로 리스트 업 됩니다.

4.3.2 ‘게시판/리뷰 > 게시판 만들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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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board/make
1 게시판타입 설정 및 공지게시판으로 지정 설정
2 게시판 제목 설정
3 게시물 쓰기 / 보기에 대한 권한 지정
4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글 작성 시, 이메일 등록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게시판 타입에 따라 노출되는
방식 형식이 달라집니다.

요청 항목 사용여부 선택
5 댓글 사용/미사용 여부 설정 및 권한 지정

6 답변 글 사용/미사용 여부 설정 및 권한 지정

갤러리 형
7 SNS 아이콘 노출 여부 설정

반드시 확인 !!
* 하단의 [설정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공지 게시판은 1개만 설정 가능합니다.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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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게시판/리뷰 > 게시판 관리’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board/lists

3 해당 게시판 삭제

1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 관리 페이지로 이동
2 해당 게시판 관리 페이지로 이동

반드시 확인 !!
* 게시판을 삭제할 경우, 게시판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모두 삭제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 타입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글의 노출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등록된 게시판의 기능 및
게시글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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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게시판/리뷰 > FAQ’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board/faq
1 FAQ 사용여부 설정
2 쉼표(,)로 구분하여 분류 등록

3 베스트 검색어로 사용할 단어를 쉼표(,)로

구분하여 등록
4 1페이지에 노출될 질문의 개수를 지정

5 새 FAQ 글 등록

반드시 확인 !!
* FAQ 사용여부에 미사용 처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FAQ 화면 전체

4.3.5 ‘게시판/리뷰 > 모바일전단지/이벤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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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board/advertise
1 전단지/이벤트 제목 입력
2 전단지/이벤트 기간 설정
3 목록 페이지에 간략하게 노출될 한 줄 설명 입력
4 메인 화면 팝업에 노출될 전단지 이미지 등록

5 상세화면에서 노출할 상세내용 등록

메인 화면 위, 팝업형태로 노출
6 메인 화면 팝업에서 노출된 전단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링크 등록
* 없을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

7 메인 화면에서 팝업 노출 여부 설정
* 설정 시, 기존 노출중인 팝업 노출 안됨
7 목록페이지 노출여부 설정

반드시 확인 !!
* 메인 화면에서 노출되는 전단지/이벤트는 1개만 가능합니다.
* 기간이 지난 전단지/이벤트는 자동으로 미노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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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예약문의 관리

4. PC관리자 안내

예약문의 메뉴에서는?
예약/문의 및 신청서, 메일문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합니다

예약/문의

http://shopnote.kr/manage/inquiry/r
eservation

신청서

http://shopnote.kr/manage/inquiry/ap
plication

예약/문의에 대한 설정을 제어하고,
문의 글 확인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대한 설정을 제어하고,
신청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
•
•
•

•
•
•
•
•
•
•

예약/문의 사용여부 설정
말머리(분류) 설정
추가 항목 설정
파일첨부 사용여부 설정
문의 글 확인 및 답변

신청서 사용여부 설정
말머리(분류) 설정
추가 항목 설정
파일첨부 사용여부 설정
신청서 이미지 등록 및 삭제
신청서 받는 기간 설정
접수된 신청서 확인 및 관리

메일문의

http://shopnote.kr/manage/inquiry/em
ail

메일로 문의 받을 이메일 주소 등록 등에
관한 설정을 제어합니다.
•
•
•
•

관리자 이메일 설정
사용여부 설정
말머리(분류) 설정
파일첨부 사용여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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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예약문의 > 예약/문의’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reservation
1 예약/문의 기능 사용 여부 설정
2

말머리(분류) 사용여부 설정 및
쉼표(,)로 구분하여 말머리(분류) 등록

3

회원명, 제목, 메일, 휴대폰번호의
필수 등록 요구항목 외에,
별도로 고객에게 받아야 할 정보를
쉼표(,)로 구분하여 등록

4

첨부파일 항목 사용여부 설정

반드시 확인 !!
* 사용여부에 미사용 처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사용자 추가입력 옵션 추가란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주민번호) 등을 요구하시면 강제정지 또는 법적 조치 처
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예약 화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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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예약문의 > 신청서’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application
1 신청서 기능 사용 여부 설정
2 말머리(분류) 사용여부 설정 및

쉼표(,)로 구분하여 말머리(분류) 등록
3 회원명, 제목, 메일, 휴대폰번호의

필수 등록 요구항목 외에,
별도로 고객에게 받아야 할 정보를
쉼표(,)로 구분하여 등록
4

첨부파일 항목 사용여부 설정

5

신청서 상단에 노출할
신청서 대표이미지 등록

6

신청서 접수기간 설정

신청서 화면 전체

반드시 확인 !!
* 사용여부에 미사용 처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 사용자 추가입력 옵션 추가란에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주민번호) 등을 요구하시면 강제정지 또는 법적 조치 처
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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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예약문의 > 메일문의’ 사용방법

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email
1 문의 글을 전달받을 이메일 주소
2 메일문의 사용여부 설정
3 말머리(분류) 사용여부 설정 및

쉼표(,)로 구분하여 말머리(분류) 등록
4 첨부파일 항목 사용여부 설정

메일문의 화면 전체

반드시 확인 !!
* 사용여부에 미사용 처리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하단의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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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예약시스템 관리

4. PC관리자 안내

유료

예약시스템 메뉴에서는?
예약항목 설정 및 예약자명단 확인 및 예약처리를 진행합니다
* 단, 예약시스템은 유료로만 제공 (단, 30일은 결제 없이 무료로 제공!) 됩니다.
* 실시간 결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약
관리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예약항목을 입력하고, 각 항목의 예약자 명단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
•
•
•
•
•

모바일 홈페이지 노출 설정
구성방법 선택 가능(일별형 or 기간형)
PC버전 예약시스템 제공
캘린더형 구성
항목 생성 개수 제한 없음
안내문구 입력 에디터 제공

예약
시스템
소개

http://shopnote.kr/manage/inquiry/reserv_intro

예약시스템 특징과, 예제사이트를 볼 수 있는
소개페이지입니다.
•
•
•

펜션/여행 샘플업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확인 가능
펜션/여행 샘플업체의 PC예약 시스템 확인가능
예약시스템 특징 및 안내내용 확인 가능

4.5.1 ‘예약시스템 > 예약시스템 소개’ 안내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reserv_intro

1

예약시스템을 이용해 본 적이 없을 경우에만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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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반영되는 홈페이지가 아닌
예약시스템
소개페이지로서,

2

QR코드를 스캔 하면, 샘플업체의 모바일홈페이지 보기가 가능

3

클릭하면, 샘플업체의 PC예약화면 보기가 가능

반드시 확인 !!
* 소개페이지의 샘플업체는 예시화면이므로,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최초 1회에 한해 30일 동안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샘플 업체의 예약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1) 기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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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1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모바일 홈페이지 노출 설정 및
기간형/일별형의 구성방법 선택,
PC버전 예약시스템 링크 및
사용방법 안내

3

원하는 카테고리, 추천 항목만 캘린더
에서 확인 가능

4

각 항목의 예약상태 확인이 가능.
클릭 시 예약정보 팝업 노출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메일문의 화면 전체

5

[+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날짜의
항목리스트 팝업이 노출됨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

--- 아래 영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

반드시 확인 !!
* 사용 중에 구성방법을 변경 하시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됨을 유의하세요.
* PC예약시스템의 경우 링크만을 제공해 드리므로, PC홈페이지에서의 연결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PC 예약 화면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1) 기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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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1

추천항목 설정여부 선택

2

카테고리 생성 및 선택 가능

3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 선택

4

항목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 입력

5

생성한 항목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영역으로,
1) 해당 항목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2)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3) 삭제 또는 노출/미노출 설정이 가능

반드시 확인 !!
* 하단 [추가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항목이 생성됩니다.
* 눈꽃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항목을 삭제하시면 해당 항목의 예약자 정보까지 모두 삭제되므로 유의하세요.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1) 기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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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반드시 확인 !!
* 하단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저장됩니다.
* 꼭 고지 해야 할 유의문구나 이용약관 등을 기입하세요.

1

이용약관 또는 꼭 고지가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환불절차 등)에 대해
에디터를 통해 자유롭게 기입

2

예약시스템을 담당하는
대표담당자 연락처를 기입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2) 일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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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1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모바일 홈페이지 노출 설정 및
기간형/일별형의 구성방법 선택,
PC버전 예약시스템 링크 및
사용방법 안내

3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각 항목의 예약상태 확인이 가능.
클릭 시 예약정보 팝업 노출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

--- 아래 영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

반드시 확인 !!
* 사용 중에 구성방법을 변경 하시게 되면, 기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됨을 유의하세요.
* PC예약시스템의 경우 링크만을 제공해 드리므로, PC홈페이지에서의 연결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PC 예약 화면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2) 일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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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1

항목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 입력

2

생성한 항목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영역으로,
1) 해당 항목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2) 예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3) 삭제 또는 노출/미노출 설정이 가능

반드시 확인 !!
* 하단 [추가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항목이 생성됩니다.
* 눈꽃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항목을 삭제하시면 해당 항목의 예약자 정보까지 모두 삭제되므로 유의하세요.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4.5.2 ‘예약시스템 > 예약관리’ 사용방법 - (2) 일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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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관리자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
어디에 반영되나요?

바로 가기 주소 : http://shopnote.kr/manage/inquiry/calendar

특별히 지정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
모바일홈페이지 및
PC예약화면과
전체 연동됩니다.

반드시 확인 !!
* 하단 [저장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저장됩니다.
* 꼭 고지 해야 할 유의문구나 이용약관 등을 기입하세요.

1

이용약관 또는 꼭 고지가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환불절차 등)에 대해
에디터를 통해 자유롭게 기입

2

예약시스템을 담당하는
대표담당자 연락처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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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통계관리

4. PC관리자 안내

통계관리 메뉴에서는?
내 모바일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통계
관리

http://shopnote.kr/manage/report/info

일주일 동안의 내 모바일홈페이지
통계수치를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주간 게시물 등록 수 그래프로 확인가능
주간 방문자수 그래프로 확인가능

5. 별첨

5.1 문의할 내용이 있다면?

웹사이트에서 문의하기
1. http://shopnote.kr 에 접속합니다.
1
2
2. 화면 오른쪽의

배너를 클릭합니다.

3
3. 노출된 팝업에 기본 정보 및 문의 내용을 적습니다.

메일로 별도 문의하기
help@shopnote.kr 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FACEBOOK 에 문의하기
https://www.facebook.com/shopnote.kr 의
뉴스피드에 문의내용을 올려주시거나, 쪽지를 보내주세요~

안내사항
* 샵노트에 대한 상세정보는 http://shopnote.kr 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글에 대한 답변의 경우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답변 드립니다.
* 제휴 및 기타 건의 경우도 일반 문의와 같이 메일 또는 웹사이트(http://shopnote.kr/front/cooperation)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질문 전에 http://shopnote.kr/front/faq에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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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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