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이커머스 (쇼핑몰솔루션) 관리자 페이지 사용 설명서 
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 관리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1. 기본설정 목차 

설명 

. 

구분 

1. 기본설정 

     1-1. 기본정보 설정 관리 

주 운영자 / 회사 정보 설정  -  관리자 아이디 / 패스워드 관리 ● 3 바로 가기 ▶ 

부운영자 등록 설정  - 담당 업무별 서브 관리자 아이디 / 패스워드 관리  ● 4 바로 가기 ▶ 

쇼핑몰 로고 이미지 설정 ● 5 바로 가기 ▶ 

하단메뉴 설정 ( 회사 소개 등 ) (1) (2) ● 6 바로 가기 ▶ 

하단 카피라이트 설정 ● 8 바로 가기 ▶ 

글꼴 & 스타일 시트 설정 ● 9 바로 가기 ▶ 

적립금 설정 ● 10 바로 가기 ▶ 

회원 등급 방식 설정 ● 11 바로 가기 ▶ 

네이버 로그인 연동 ● 12 바로 가기 ▶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 13 바로 가기 ▶ 

트위터 로그인 연동 ● 14 바로 가기 ▶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1) (2) (3) (4) ● 15 바로 가기 ▶ 

화폐단위 및 국가, 시간대 설정 (1) (2) ● 19 바로 가기 ▶ 

무통장 입금계좌 등록 및 수정 ● 21 바로 가기 ▶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여부 22 바로 가기 ▶ 

현금 영수증 사용여부 23 바로 가기 ▶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 관리 ● 24 바로 가기 ▶ 

1:1 친절 상담 일반 사항 설정 25 바로 가기 ▶ 

게시판 발송 메일 설정 26 바로 가기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설정 ● 27 바로 가기 ▶ 

배경 음악 설정 28 바로 가기 ▶ 

쇼핑몰 세부 회계 상담 29 바로 가기 ▶ 

배너 수익 배분 및 협력 사 관리 30 바로 가기 ▶ 

스케쥴 및 일정 관리 31 바로 가기 ▶ 

보안 서버 SSL 인증서 신청 및 설치 32 바로 가기 ▶ 

설명이 없는 기능들은 관리자에게 요청, 문의 주세
요!!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주 운영자 / 회사정보 설정 

설명 

 아이디 / 비밀번호 설정 1 

메뉴 

쇼핑몰 운영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주 운영자 (관리
자) 계정정보 및 운영정보, 회사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운영자 / 회사정보 설정 

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 접속에 필요한 
주 운영자 ID / 비밀번호를 관리 하실 수 있습니
다. 
 

 초기 설치 시 ID 는  서비스 신청 하신 드림웹 
회원 ID 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치 시 비밀번호는 1111 로 설정 되어있으
니, 
꼭 변경 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로 이동 

쇼핑몰 기본정보 설정 2 

쇼핑몰  회사명 ,  사이트 URL(도메인), 관리자 
Email 
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URL :  정확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 하셔
야  
합니다. 카드결제 시 연동 되는 주소입니다 
 
관리자 E-mail : 고객문의 사항 등을 접수 받을 
E-mail 주소 입니다. 
 
회사 정보 설정 3 

쇼핑몰을 운영 하는 회사 정보를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미 입력 된 정보는 새로 입력 하시고, 수정 하실  
부분은  변경 하실 해당 부분에  새로 입력  하신 
후 
맨 하단 적용 하기를 클릭 하시면   입력 및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부 운영자 등록 설정 

설명 

부운영자 정보 확인 및 수정  1 

메뉴 

쇼핑몰을 운영 하는 부 운영자를 등록 ,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관리, 상품관리, 디자인관리 로  
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부 운영자 등록 설정 

등록 되어 진 부운영자 리스트 페이지에서  
담당자명 및 아이디를 클릭 하시면 등록 된 부운
영자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면 수정 하실 수 있습니
다.. 

 부운영자 신규추가 (등록) 2 

등록 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새로운 부운영자
를 
신규추가(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부운영자 정보 입력 3 

입력 항목에 맞춰 입력 하신 뒤 적용 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명 : 부운영자로 등록 될 사용자의 이름이
나 
                 직책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디자인팀장 … ) 
 
아이디 : 사용 하실 아이디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 주 운영자 ID 와 다르게 사용하세요  
    동일 할 경우 등록 되지 않습니다  
 
권한 :  권한을 부여 할 업무를 선택 하시면 됩니
다. 
  

1 

2 

3 

* 주문관리, 상품관리, 디자인관리 외의 권한을  
   부여 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주세요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쇼핑몰 로고 이미지 설정 

설명 

로고 이미지 등록  ( 로고 이미지 사용 여부 )  1 

메뉴 

내 쇼핑몰의  로고를 등록,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로고 이미의 사이즈는 가로 200픽셀 , 세로 65픽
셀 의 
크기를 권장하며, 쇼핑몰 디자인에 따라 크기, 위
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 로고 이미지 설정 

로고 이미지를 사용 여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
다.  

플래시 사용 여부  2 

로고 이미지의 파일 형식을  이미지 파일이 아닌  
플래시 파일을 사용 할 경우 사용 여부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로고 이미지  ( 이미지 등록 ) 3 

내 컴퓨터에 있는 로고 이미지를 등록 하실 수 있
습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 한 후 내 컴퓨터에서  
등록 할 이미지 파일을 선택 하신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이미지가 업로드 됩니다.  

1 

2 

3 

4 

관리자 화면 로고 4 

쇼핑몰 관리자 화면 좌측 상단 로고 이미지를 등
록,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쇼핑몰 설치 히 해당 업체 명 이나 쇼핑몰 
주소로 설정 되어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
닙니다 고가 없으신  고객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텍스트 
형태의 로고를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상표등록이나 인쇄용으로 사용 하실 경우 전문업체
를  
이용하셔야 하며, 저희가 제작 해드리는 로고는 
쇼핑몰 용도로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된 로고 이미지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하단메뉴 설정 ( 회사소개 등 ) (1) 

설명 

하단 메뉴 사용 1 

메뉴 

쇼핑몰 하단 메뉴 ( 회사소개 ,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 의  사용 여부와 내용을  
등록,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  설정 ( 회사소개 등 ) (1) 

하단 메뉴 출력 : 선택 할 경우 내가 사용 하고자 
하는 
하단 메뉴가 쇼핑몰 하단에 노출이 됩니다. 
메인 출력 안 함 : 선택 할 경우 하단 메뉴를 사용
하지만 메인 첫 페이지에는 노출이 안되며, 서브 
페이지 
하단에만 노출이 됩니다  
하단 메뉴 출력 안 함 : 선택 하실 경우 하단 메뉴
가 
노출 되지 않습니다  
하단 메뉴 명 2 

하단 메뉴로 사용 할 메뉴 명칭을 등록, 수정 하
실 수 
있으며, 사용 유무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예 : 회사소개  회사IR , 이용안내  사용자
안내) 
 
EDIT 버튼 :  EDIT 버튼을 클릭 시 해당 메뉴에 
대한 
                   내용을 등록, 수정 하실 수 있습니
다.  

1 

2 3 

4 

서브 메뉴 명 3 

하단 메뉴에 연결 된 서브 메뉴 명칭 과 내용을  
등록,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 서브 메뉴를 좌측에 노출 하실 경우  
디자인설정 > 기본디자인/디스플레이설정 >  
좌측메뉴 설정  
에서 전용 출력 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 좌측 메뉴로 노출 할 경우 별도의 디자인 서비
스가 
   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하단 메뉴 경로 안내 4 

사용 가능한 하단 메뉴의 경로 (페이지주소) 입니
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하단메뉴 설정 ( 회사소개 등 ) (2) 

설명 

하단 메뉴 적용 예시 1 

메뉴 

쇼핑몰 하단 메뉴 ( 회사소개 ,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 ) 의  사용 여부와 내용을  
등록,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와 하단 메뉴 의 서브 메뉴 (좌측메뉴)를 
적용한 예시 화면 입니다. 

하단 메뉴  설정 ( 회사소개 등 ) (2) 

하단 메뉴를 사용 한 예시 화면 입니다 

1 

2 

하단 메뉴 의 서브 메뉴 (좌측메뉴) 적용 예시 2 

하단 메뉴의 서브 메뉴 (좌측) 메뉴를 적용한 예
시 
화면 입니다.  
 
서브메뉴(좌측메뉴)를 사용 할 경우 쇼핑몰 디자인 
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니,  
내 쇼핑몰에 맞는 메뉴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주세요 !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하단 카피라이트 설정 ( Copyright ) 

설명 

하단 카피라이트 사용 유무 선택 1 

메뉴 

쇼핑몰 하단의 카피라이트 (Copyright 회사주소,  
회사연락처 등의 정보 )를 등록 하고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카피라이트 설정 ( Copyright ) 

하단 카피라이트 사용 유부를 선택 하실 수 있습
니다  

하단 카피라이트 사이즈 선택 2 

하단 카피라이트 영역 사이즈를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테이블 안쪽 : 쇼핑몰 사이즈에 맞춰 노출  
전체 테이블 바깥쪽 : 카피라이트 영역을 100% 
로 하면 노출 되어 집니다.   
 

1 

2 

3 

하단 카피라이트 내용 등록 및 관리 3 

Html 편집기를 통해  하단 카피라이트 내용을  
텍스트,  텍스트+이미지 등의 형태로 입력,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 하시거나 Html 편집기  
사용이 어려운 고객 분들께 서는 관리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사용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글꼴 & 스타일시트 설정 

설명 

글꼴 색상 관리 1 

메뉴 

쇼핑몰 화면에 사용 되는 글꼴(폰트종류) 및 크기
를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및 스타일 시트 관리  

쇼핑몰 상단, 좌측메뉴, 하단 부분의 글꼴 (폰트) 
색상을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 직접 지정 하거나 RGB 값을 입력 하여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시트  ( Style Sheet : CSS ) 2 

문서 편집기인 워드프로세서의 스타일 기능으로  
쇼핑몰의 여러 가지 속성들 (폰트 종류와 크기, 
여백, 글자 색, 배경색, 정렬 등 )을 지정 할 수 있
습니다. 

상품 상세 화면에 사용하는 단어 속성 적용  4 

상품 상세 화면에 사용 하는 주요 단어들의 속성
을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폰트종류, 폰트컬러, 폰트크기, 폰트굵기를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2 

3 

4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속성 적용 3 

상품 상세 화면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적용 되
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속성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
다  
 
폰트종류, 폰트컬러, 폰트크기, 폰트굵기를 지정 
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며, 쇼핑몰 전체 디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임으로 숙련 된 작업자가  
관리 하셔야 하는 기능입니다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사용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적립금 설정 

설명 

신규 회원 가입 시 지급하는 적립금 설정 1 

메뉴 

쇼핑몰에서  회원가입, 상품 주문, 기타 이벤트 적
용 시 
회원에게 지급되는 적립금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
다. 
 
적립금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입력 칸에 반드시 
숫자 0 을 입력 하셔야 합니다  
 
적립금 입력 시 숫자만 입력 하셔야 합니다  
 

적립금 설정 

쇼핑몰 신규 회원 가입 할 때 지급하는 적립금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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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추천인  적립금 설정 2 

쇼핑몰 신규 회원 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 
한 
경우 추천인 아이디 회원에게 지급하는 적립금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인기능 설정 : 회원관리 > 추천인 관리   

적립금 사용 가능 금액 설정 3 

쇼핑몰 회원이 적립금을 사용 할 때 필요한 최소 
적립금을 설정 하 실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 가능한 상품 구매 금액 설정 4 

상품 구매 시 적립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최소 상
품 
구매 금액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인 ID (회원) 에게 지급하는 적립금 설정   5 

추천 ID(회원)에게 추천인 ID 를 사용해서 가입 
한 
회원이 구매 한 구매금액의 일정 % 만큼 적립금
을 
지급 합니다. 추천인 ID 에게 지급하는 적립금 옵션 설정   6 

구매 금액에서 배송 비 포함 유무 옵션 선택 
회원 할인 시 적립금 지급 유무 선택 

위에 나와 있는 적립금 기능 외에  다양한 적립금 기능을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인  적립금 지급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리셀러 및 딜러 기능을 추가 하 실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주세요 !!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회원 등급 방식 설정 

설명 

사이트 활동에 따른 회원 등급 부여 방식 1 

메뉴 

쇼핑몰 회원의 등급 방식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 방식 설정 

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 활동 내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정 되어 있는 기능에 맞춰  
회원 등급이 부여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 되어있는   
총 방문 횟수, 로그인 날짜, 구매금액, 구매날짜 
등 
세부 항목을   회원관리 > 회원등급 관리  
에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임의로 회원 등급 부여 방식 2 

관리자 임의로 회원 등급 부여 방식을 선택 하신 
경우  회원관리 > 회원등급 관리  
에서 관리자 임의 데로 회원 등급 명칭 및 세부  
옵션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예 : VIP, 실버, 일반 .. )  
 

1 2 

사이트 활동에 따른 회원등급  
부여방식 선택 시  
회원관리 > 회원 등급 관리  
페이지 적용 화면 

관리자 임의로 회원 등급 부
여 
방식 선택 시  
회원관리 > 회원 등급 관리 
페이지 적용 화면 

위에 나와 있는 회원 등급 방식 외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 하실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
니다 !!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네이버 로그인 연동 

설명 

네이버 로그인 연동 유무 선택 1 

메뉴 

네이버 로그인 API 연동를 통해  간편 로그인,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id.naver.com/devcenter/main.nhn  
접속 하신 뒤 API 사용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로그인 API 사용등록이 어려운 고객 분 
께서는 네이버 회원 계정정보 ( ID/PW )를  
알려 주시면 대행 처리 해 드립니다  

네이버 로그인 연동 

네이버 로그인 API 사용 유무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Client ID / Secret 2 

네이버에 접속 하신 뒤 로그인 API 사용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 되는 값 입니다  
 
등록 하신 뒤 해당 Client ID / Secret 값을  
입력 하시면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 

2 

네이버 로그인 연동 서비스 
적용 된 예시 화면 입니다. 

목차로 이동 

https://nid.naver.com/devcenter/main.nhn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설명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유무 선택 1 

메뉴 

페이스북 로그인 API 연동를 통해  간편 로그인,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apps  
접속 하신 뒤 API 사용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 로그인 API 사용등록이 어려운 고객 분 
께서는 페이스북 회원 계정정보 ( ID/PW )를  
알려 주시면 대행 처리 해 드립니다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패이스북 로그인 API 사용 유무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Client ID / Secret 2 

페이스북에 접속 하신 뒤 로그인 API 사용 등록
을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 되는 값 입니다  
 
등록 하신 뒤 해당 Client ID / Secret 값을  
입력 하시면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 

2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서비스 
적용 된 예시 화면 입니다. 

목차로 이동 

https://developers.facebook.com/apps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트위터 로그인 연동 

설명 

트위터 로그인 연동 유무 선택 1 

메뉴 

트위터 로그인 API 연동를 통해  간편 로그인,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pps.twitter.com  
접속 하신 뒤 API 사용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로그인 API 사용등록이 어려운 고객 분 
께서는 트위터 회원 계정정보 ( ID/PW )를  
알려 주시면 대행 처리 해 드립니다  

트위터 로그인 연동 

트위터 로그인 API 사용 유무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Client ID / Secret 2 

트위터 접속 하신 뒤 로그인 API 사용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 되는 값 입니다  
 
등록 하신 뒤 해당 Client ID / Secret 값을  
입력 하시면  자동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1 

2 

트위터 로그인 연동 서비스 
적용 된 예시 화면 입니다. 

목차로 이동 

https://apps.twitter.com/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1) 

설명 

에스크로 제도 관련 결제 옵션 설정 1 

메뉴 

쇼핑몰에서 회원이 상품을 구매 할 때 사용 하는  
결제 방법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PG) 및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에 기본적으로 KCP , 엑심베이, 페이팔 결
제 
모듈이 설치 되어 있어, 설치 비용이 저렴하며,  
빠르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PG 사 선택 할 경우 별도의 설치 비용이 발생 
하며, 설치기간도 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1) 

무통장 입금 사용 여부 선택 기능으로 선택 할 경
우 무통장 입금 방법을 사용 하 실수 없습니다 
 PG 사 결제 방식 만 사용 가능 합니다 
 
무통장 입금 방법을 사용 할 경우 거래 매출 관련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 권고 항목 입
니다. 

특히 중국어 쇼핑몰 인 경우 결제 방법이  
기타 언어와 다름으로 별도 관리자에게  
문의 ,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PG 사 (KCP, 엑심베이, 페이팔 기타 PG 사) 진행 시 
직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KCP 신청 : http://www.kcp.co.kr  
엑심베이 신청 : https://www.eximbay.com/ 
페이팔 신청 : https://www.paypal.com/kr/    

각 PG 사 ( KCP, 엑심베이, 페이팔 ) 이용안내 관련 이미지 내용 생략  

1 

목차로 이동 

http://www.kcp.co.kr/
https://www.eximbay.com/
https://www.paypal.com/kr/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2) 

설명 

KCP 에스크로 가상계좌 구매 확인 기능 설정 1 

메뉴 

쇼핑몰에서 회원이 상품을 구매 할 때 사용 하는  
결제 방법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2) 

KCP 에스크로 가상계좌 결제 시에 물품 배송 후  
고객이 물건을 받은 후 쇼핑몰에서 구매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사용유무를 설정합니
다. 

KCP PG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구매확인기
능"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통URL 정보를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URL 정보 : 
http://decgx8.dreamweb.co.kr/shop/buy_confirm_re
sult.php 
 
KCP상점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 (상단)쇼핑몰관리 
클릭 → (좌측)정보변경 클릭 → 공통URL 정보변경 
클릭→공통 URL 정보 입력 후 (확인) 

각 PG 사 ( KCP, 엑심베이, 페이팔 ) 이용안내 관련 이미지 내용 생략  

1 

2 

3 

카드 결제 사용 시 팝업 창 사용 유무 선택 2 

쇼핑몰 이용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팝업(작은 새 창) 창 사용 유무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설정 3 

쇼핑몰에 사용 되어 지 결제 수단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제외 한 결제 수단은 설치 하실  
PG 사에 따라 옵션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후불 결제 방법  선택 시 상품 배송 완료 후 별도 
입금 방법 방식입니다. 

3 결제 수단 설정을 통해 
제품 구매 시 적용 된  
결제 방식 적용 예시입니다 

목차로 이동 

http://decgx8.dreamweb.co.kr/shop/buy_confirm_result.php
http://decgx8.dreamweb.co.kr/shop/buy_confirm_result.php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3) 

설명 

KCP 카드 결제 창 출력 명 1 

메뉴 

쇼핑몰에서 회원이 상품을 구매 할 때 사용 하는  
결제 방법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3) 

쇼핑몰 이용 고객이 KCP 카드 결제를 통해 결제 
할 경우 결제 페이지 제목으로 노출 되는  이름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영문, 한글 사용 가능 ) 각 PG 사 ( KCP, 엑심베이, 페이팔 ) 이용안내 관련 이미지 내용 생략  

결제 수단에 따른 설명 이미지 등록 2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주문서 페이지에서 결제  
수단  선택 부분에 노출 되는 결제 수단 별 설명  
이미지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등록 된 결제 수단 별 설명 이미지 입
니다 

1 

2 

3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사용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카드결제 설명 이미지 
등록 후 적용 된 
결제 방식 선택 시 
나오는 설명 이미지 
예시입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4) 

설명 

메뉴 

쇼핑몰에서 회원이 상품을 구매 할 때 사용 하는  
결제 방법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시 결제 수단 설정 (4) 

각 PG 사 ( KCP, 엑심베이, 페이팔 ) 이용안내 관련 이미지 내용 생략  

1 

무통장 주문 확인 하단에 노출 되는 아이콘 
설정 

1 

고객이 무통장 입금을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 했
을때 
주문서 확인 페이지에 노출 되는 하단 아이콘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관리자에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카드결제 화면에서 노출 되는 아이콘 설정 2 

쇼핑몰 솔루션 설치 시 기본적으로 설치 되어 있
어 
사용 하실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무통장 주문 확인 안내 페이지   
하단에 노출 되는 아이콘 예시 
화면입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화폐단위 및 국가 / 시간대 설정 (1) 

설명 

  

메뉴 

쇼핑몰에서 사용 되어 질 화폐 단위와 국가, 시간
대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화폐단위 및 국가 / 시간대 설정 (1) 

주 화폐 설정 1 

쇼핑몰에서 판매 상품의 주 화폐 단위를 한국 원
화, 
해외 현지 화폐 사용으로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 화폐 사용 선택 시 국가 별 실시간 환율 
적용 및 결제 수단에 따라 별도 관리자에게  
요청 하셔야 합니다. 

보조 화폐 표시 유무 2 

제품 가격 노출 시  보조 화폐 표시 유무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원화 사용 선택 시 화폐 단위는 기본적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해외 현지 화폐 사용 선택 시 
국가별 화폐단위에 대한 화폐 표시 이미지는  
디자인 설정 > 맞춤개별디자인설정 >  
통화단위&적립금&품절아이콘 에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주 화폐  
 보조화폐  

주 화폐는  유럽 유로화로 설정 하고  
보조화폐 는 한국 원화로 적용한 예시 화면이며, 
실시간 환율 API 적용으로 주 화폐 단위로 판매 가격
을  
입력 하면 자동으로 보조화폐 가격으로 
자동 계산 되어 집니다.  

2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관리자에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 화폐  표시 이미지 등록 2 

보조 화폐에 표시 되는 단위 이미지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화폐단위 및 국가 / 시간대 설정 (2) 

설명 

  

메뉴 

쇼핑몰에서 사용 되어 질 화폐 단위와 국가, 시간
대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화폐단위 및 국가 / 시간대 설정 (2) 

출력 방식  1 

환율에 따른 보조화폐 금액 자동 표기 방식 선택 
실시간 환율 API 를 사용하거나 관리자가 수동으
로 
환율을 입력 하며, 전체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 
 
개별 상품별로 보조 화폐 표기 수동방식 
각각의  상품을 등록 할 때 보조 화폐단위의 판매 
가격을 수동으로 입력  

1 

2 

3 

상품 등록 / 수정  할 때  
상품  판매 가격을 입력하
는  
화면입니다  

환율 2 

출력 방식을 환율에 따른 보조 화폐금액 자동 표
기  
방식을 선택 했을 경우  실시간 환율 API를 연동 
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자가 환율을 입력 하는 기능 
입니다 출력 방식 선택에 따른 상품 판매 가격 입력 3 

환율에 따른 보조화폐금액 자동 표기 방식  
주 화폐만 입력 하고 보조 화폐를 입력 하지  
않으셔도 쇼핑몰 이용자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보조 화폐 가격이 표시 됩니다. 
 
개별상품 별로 보조화폐표기 수동 방식 
각 상품마다 등록 시 개별적으로 보조 화폐 
판매가격을 입력 하셔야 합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무통장 입금계좌 등록/수정 

설명 

  

메뉴 

쇼핑몰 결제에서 사용 될 무통장 입금 계좌 정보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계좌 등록/수정 

등록 된 무통장 입금계좌번호 리스트  1 

이미 등록 된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가 출력 됩니
다  
 
리스트를 클릭 하시면 등록 된 정보를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2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 하기  3 

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를 입력 후 
하단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 

2 

등록 하신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가 적용
된  
화면 입니다 

1 

3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여부 

설명 

  

메뉴 

쇼핑몰 이용 고객이 세금 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여부 

해외 운영 혹은 해외 직구 쇼핑몰 인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현금 영수증 사용여부 

설명 

  

메뉴 

쇼핑몰 이용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사용 여부 

해외 운영 혹은 해외 직구 쇼핑몰 인 경우 
해당 기능을 지원,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 관리 

설명 

  

메뉴 

상품 상세 정보 페이지에 노출 되는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 한 설명은  모든 상품에 일괄
적 
으로 적용 되며, 상품 등록 및 수정  시 각 상품마다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을 개별적으로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 관리  

1 

내용 입력 1 

Html 편집기를 통해서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을 
텍스트 및 이미지로 등록,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 별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 관리  2 

상품 등록 / 수정  페이지에서 각 상품 별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 환불 사용에 체크 하신 뒤 내용을 입력 하
고  
등록하기 및 수정하기를 클릭 하시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교환 및 반품 정보 설명이  
등록 / 변경 되어집니다. 
 
교환, 환불 사용 안 함 을 체크한  등록하기, 수정
하기를 하시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교환 및 반품 정
보 설명이. 노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 동시 적용 을 체크하고 내용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 할 경우 등록 된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 되오니 주의해서 사용 하실 길 바
랍니다 

상품 등록 및 수정 페이지에서   
교환 및 환불 정보를 설정 하는  
화면 예시 입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1:1 친절 상담 일반 사항 설정 

설명 

  

메뉴 

1:1 친절 상담 게시판에 대한 사용 여부와 기본 
정보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1:1 친절 상담은  고객센터와 마이 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쇼핑몰 이용 회원이 관리자와 
1:1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 친절 상담 일반 사항 설정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관리자에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게시판 발송 메일 설정 

설명 

  

메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각종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등록이 되거나 답변 글이 등록 될 때 자동으로 
발송 되는 메일 내용을 등록, 수정 하실 수 있습니
다 
 
치환코드 ( 프로그램 연동 )를 사용 하기 때문에 
사용시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발송 메일 설정 

치환 코드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디자인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뢰 하신 고객 분께서는 관리자에게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설정 

설명 

  

메뉴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 할 때 이용하는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옵션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
다.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설정 

2 

1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보안코드 와 자동 로그인 기능이 
적용 된 화면 예시 입니다. 

로그인 시 보안 코드 입력 설정 1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보안 코드 사용 
유무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자동 로그인 설정 1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자동 로그인 사
용 
유무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배경음악설정 

설명 

  

메뉴 

쇼핑몰에 배경음악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 설정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쇼핑몰 세무 회계 상담 

설명 

  

메뉴 

쇼핑몰에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세무 회계 상담 

해외 운영 혹은 해외 직구 쇼핑몰 인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해 관리자에게 문의 주세요!!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배너 수익 배분 / 협력 사 관리 

설명 

  

메뉴 

협력 사 및 기타 외부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실 
때 
배너 이미지와 링크 주소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배너 수익 배분 / 협력 사 관리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스케줄 / 일정관리 

설명 

  

메뉴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스케줄 및 일정을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 및 일정 관리 

목차로 이동 



1.기본설정 > 기본정보 설정관리 > 보안서버 SSL 인증서 신청 / 설치 

설명 

  

메뉴 

 쇼핑몰의 정보 유출 방지 및 기업 신뢰도를 위한 
보안서버 SSL  인증서 신청 및 설치에 대한  
안내 페이지 입니다 
 
국내 부가 서비스 ( 네이버 쇼핑, 다음 쇼핑 하우 
등 ) 
해외 부가 서비스 신청 시 보안서버 SSL  인증서 
설치가 필수 인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
다.  

보안서버 SSL 인증서 신청 / 설치 

https://dreamweb.co.kr/front/addservice/addservice.php?view_code=addition_ssl 
 
 

목차로 이동 

https://dreamweb.co.kr/front/addservice/addservice.php?view_code=addition_ss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