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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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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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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모든 홈페이지 상품은 포털사이트 내에서 홈페이지 순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60,000 원
홈페이지 기본형의 경우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별도의 제작비가 따로 없습니다. 1년 동안의 서버 및 유지관리 + 서브도메인

비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PC + Mobile 구분, 반응형 홈페이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기본형)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1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2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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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좋은 웹에이전시 그룹은 그 회사의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찾은 이용자가 오랜 시간 머물며 컨텐츠를 접하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360,000 원
웹사이트는 회사의 온라인 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매개체가 홈페이지 입니다.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기본형)

홈페이지 PC 예시 홈페이지 MOBIL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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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내가 원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원하시는 홈페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 문의

맞춤 제작 의뢰 샘플 홈페이지 위드컴 맞춤형 홈페이지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맞춤형)

웹사이트는 회사의 온라인 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매개체가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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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내가 원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원하시는 홈페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맞춤형)

웹사이트는 회사의 온라인 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매개체가 홈페이지 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현존하는 수 많은 브라우저와 디바이스!

이 모든 것에 호환되게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웹사이트의 70% 이상이 퍼블리싱으로 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퍼블리싱은 귀사에 관심을 갖는 유저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이탈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위드커뮤니케이션은 10년 경력의 전문 퍼블리셔들의

노하우로 90%이상 모든 브라우저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호환가능

하도록 제작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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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내가 원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원하시는 홈페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적 문의

홈페이지 메인 예시 홈페이지 상품 등록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쇼핑몰)

웹사이트는 회사의 온라인 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매개체가 홈페이지 입니다.



위드커뮤니케이션 |  대표자 : 최병민 |  사업자등록번호 : 852-46-00020  |  TEL 1688-0651 |  withcombiz@naver.com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39 (2층 위드컴)

COPYRIGHT 2018 WITH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쇼핑몰 개설 시 PG사 가입이 필요합니다.
PG사는 위드컴과는 무관하게 PG사와 따로 계약하고 진행됩니다.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상품 (쇼핑몰)

쇼핑몰 PG사 정보

에스크로 (계좌이체)

초기가입비 200,000 원 (VAT별도), 연관리비 평생 무료

신용카드 수수료 3.5% (카드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실시간 계좌이체 가입비 무료, 거래 수수료 1.8% 최저 200원 (부가세 별도)

에스크로 (계좌이체) 가입비 무료, 거래 수수료 실시간 계좌이체 1.8% 외에 추가 수수료 없음

가상계좌 가입비 무료, 거래 수수료 건별 300원 (부가세 별도)

에스크로 (가상계좌) 가입비 무료, 거래 수수료 가상계좌 건별 300원 (부가세별도)외에 추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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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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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모든 홈페이지 상품은 포털사이트 내에서 홈페이지 순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50,000 원
모바일 홈페이지의 경우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상품입니다. 1년 동안의 서버 및 유지관리 + 서브도메인

비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도 PC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WITHCOM VIRAL PRODUCT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1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2 웹사이트 검색 노출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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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좋은 웹에이전시 그룹은 그 회사의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찾은 이용자가 오랜 시간 머물며 컨텐츠를 접하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150,000 원

홈페이지 PC 예시 홈페이지 MOBILE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

모바일 홈페이지의 경우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상품입니다. 1년 동안의 서버 및 유지관리 + 서브도메인

비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도 PC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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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페이지의 경우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가성비 상품입니다. 1년 동안의 서버 및 유지관리 + 서브도메인

비용으로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해도 PC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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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항목 구분 내용 실 집행가

홈
페
이
지

기본형 템플릿 홈페이지로 기본 메뉴 및 서브페이지 5개로 구성 360,000 원 (1년)

맞춤형 원하시는 모든 홈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 제작 견적 문의

쇼핑몰 맞춤형 홈페이지로 쇼핑몰의 기능이 추가된 홈페이지 견적 문의

모바일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있는 홈페이지로 높은 가성비 150,000 (1년)

좋은 웹에이전시 그룹은 그 회사의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찾은 이용자가 오랜 시간 머물며 컨텐츠를 접하도록 제작해 드립니다.

WITHCOM VIRAL PRODUCT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단가

[ VAT별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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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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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내가 원하는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원하시는 홈페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20,000 원 ~

WITHCOM VIRAL PRODUCT 어플리케이션 상품 (A형·B형)

스마트폰 이용자 5천만명!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든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하여 어디서든 어느 폰이든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웹앱(Web Application)

웹 애플리케이션(이하 웹앱)은 모바일웹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네이티브앱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웹을 기반한 앱입니다.

웹앱은 처음부터 디바이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만든 네이티브앱과 비교해서 느리기도 하고 끊기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므로 앱을 통해 배터리의

잔량, 주소록 정보 등 기기의 고유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하드웨어를 제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 다운로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필요 없이 항상 최신버전을

유지한다는 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네이티브 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 비용과 짧은 개발기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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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항목 구분 내용 실 집행가

어
플
리
케
이
션

A형
모바일 홈페이지 상품 + 어플로 변환 후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320,000 원 (1년)

B형
홈페이지 상품 + 어플로 변환 후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460,000 원 (1년)

합리적인 가격과 경쟁력있는 퀄리티로 마켓에 배포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드립니다.

WITHCOM VIRAL PRODUCT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유지보수 단가

[ VAT별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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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네이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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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의 업종에 맞추어 맞춤별 디자인 및 제작해 드립니다.

220,000 원

네이버 모두 PC 예시 네이버 모두 MOBILE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네이버 모두 상품

네이버 모두는 도메인, 호스팅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PC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한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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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의 업종에 맞추어 맞춤별 디자인 및 제작해 드립니다.

220,000 원

네이버 모두 PC 예시 네이버 모두 MOBILE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네이버 모두 상품

네이버 모두는 도메인, 호스팅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PC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한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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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항목 구분 내용 실 집행가

네
이
버

모
두

기본형 모두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220,000 원 (1년)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의 업종에 맞추어 맞춤별 디자인 및 제작해 드립니다.

WITHCOM VIRAL PRODUCT 네이버 모두 상품 제작 및 유지보수 단가

[ VAT별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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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네이버 스토어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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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토어팜 쇼핑몰에서 새로운 성공을 도전해보세요.
스토어팜 디자인 및 제작해 드립니다.

220,000 원

네이버 스토어팜 PC 예시 네이버 스토어팜 MOBILE 예시

WITHCOM VIRAL PRODUCT 네이버 스토어팜 상품

쇼핑몰(자사몰)운영보다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목록에 노출이 잘 되어 네이버 고객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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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항목 구분 내용 실 집행가

네
이
버

스
토
어
팜

기본형
스토어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상세페이지 별도
220,000 원 (1년)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토어팜 쇼핑몰에서 새로운 성공을 도전해보세요.
스토어팜 디자인 및 제작해 드립니다.

WITHCOM VIRAL PRODUCT 네이버 스토어팜 상품 제작 및 유지보수 단가

[ VAT별도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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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COM HOMEPAGE PRODUCT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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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겨보세요.
기획부터 촬영, 디자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50,000 원 ~

WITHCOM VIRAL PRODUCT 상세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는 판매상품의 가치를 더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매출 상승까지 반영시켜 드립니다.

농산물 마 상세페이지 예시1 농산물 마 상세페이지 예시2 농산물 마 상세페이지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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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겨보세요.
기획부터 촬영, 디자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50,000 원 ~

WITHCOM VIRAL PRODUCT 상세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는 판매상품의 가치를 더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고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매출 상승까지 반영시켜 드립니다.

USB 방석 상세페이지 예시1 USB 방석 상세페이지 예시2 USB 방석 상세페이지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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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항목 구분 내용 실 집행가

상
세
페
이
지

일반형
별도의 사진 촬영 없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제품 사진을 참고해 상세페이지 제작
250,000 원 ~

고급형
고객이 원하는 콘셉트에 맞추어 전문 스튜디오에

제품 사진 촬영 후 상세페이지 제작
350,000 원 ~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겨보세요.
기획부터 촬영, 디자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VAT별도 / 단위 : 원 ]

WITHCOM VIRAL PRODUCT 상세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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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파트너 위드컴

고객센터. 1688-0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