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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ode
Introduction

Company
CEO
Since
E-Mail
Site

디자이노드(Designode)
김동원
2009년 7월 1일

mail@dnode.co.kr
www.dnode.co.kr

Tel
Fax
Address

070-8633-9088
02-6442-902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4-7   
도로명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2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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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ummary



전략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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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rganization chart

Web Plan
기능콘텐츠 요구사항 분석
운영전략컨설팅

기술영업팀

Online Promotion
Marketing

디자인 2팀

Web design
Mobile design
UI Design
Solution
Motion Design

개발팀

개발방법론 제시
DB설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자인 1팀

Web design
Mobile design
Qrcode design
Solution

유지보수 전담팀

지속적 사후관리
호스팅/도메인/서버
운영대행 서비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500여 개의 웹사이트 제작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입장과 제작 목적에 맞는 I.A, Design, UI/UX 설계와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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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C/Mobile Website

PC, Mobile website

맞춤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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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C/Mobile Website

PC, Mobile website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Template 웹사이트 제작 방식 제공

일반 웹사이트

템플릿 홈페이지

제작기간   2주 

비         용           웹사이트        만원              , 모바일 웹사이트 89만원49PC PC/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기간   2주 

비         용           웹사이트        만원              , 모바일 웹사이트 99만원59P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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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ode pricing

디자이노드
단가표

템플릿

홈페이지 쇼핑몰

웹

사이트분류

메인 + 서브 4 +
게시판(폼메일-항목5개이내) 1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490,000
메인 + 상품카테고리(수동10개/자동무제한) +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 + 서브페이지1+게시판(폼메일)2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590,000

웹 + 모바일

1. 웹 
메인 + 서브 4 + 게시판(폼메일) 1

2. 모바일
메인 + 서브 4 + 게시판(폼메일)1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890,000
메인 + 상품카테고리(수동10개/자동무제한) +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 + 서브페이지 1 + 게시판(폼메일) 2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990,000

웹 + 모바일 + 앱

1. 웹
메인 + 서브 4 + 게시판(폼메일) 1

2. 모바일
메인 + 서브 4 + 게시판(폼메일) 1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안드로이드OS 특정버젼 이상~)

990,000
메인 + 상품카테고리(수동10개/자동무제한) +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 +  서브페이지 1 + 게시판(폼메일) 2

서브페이지 추가 6만원
(안드로이드OS 특정버젼 이상)

1,190,000

맞춤형

홈페이지 쇼핑몰

메인 + 서브 9 + 
게시판(폼메일-항목5개이내) 1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1,500,000
메인 + 상품카테고리(무제한) +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서브페이지3+게시판(폼메일) 3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1,600,000

1. 웹 
메인 + 서브 9 + 게시판(폼메일) 1

2. 모바일
메인 + 서브 9 + 게시판(폼메일) 1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2,600,000
메인 + 상품카테고리(무제한) +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 + 서브페이지 3 + 게시판(폼메일) 3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2,700,000

1. 웹
메인 + 서브 9 + 게시판(폼메일) 1

2. 모바일
메인 + 서브 9 + 게시판(폼메일) 1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안드로이드OS 특정버젼 이상~)

2,750,000
메인+상품카테고리(무제한)+
기본필수페이지(장바구니/이용약관/주문배송조회/
마이페이지)+서브페이지 3+게시판(폼메일) 3

서브페이지 추가 10만원
(안드로이드OS 특정버젼 이상)

2,95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터 ~

원 부터 ~

원 부터 ~

원 부터 ~

원 부터 ~

원 부터 ~

Work      PC/Mobile Website 



고객이 생각하는 모바일 App의 서비스 기획부터
UI / UX 디자인까지 경쟁력 있는 모바일 App을 제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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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obile App

Mobile App

맞춤형 모바일



자체 개발한 NODSHOP 쇼핑몰 솔루션으로 2009년부터 제작한

300여개의 쇼핑몰 웹사이트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이고

운영하기 편리한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독립 쇼핑몰 웹사이트를

찾으신다면 NODSHOP 이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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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hoppingmall Solution

Shoppingmall Solution

NODSHOP
100% 웹표준을 통한
완벽한 크로스 브라우징

노드샵은 국내 최초로 100% 웹표준 코딩을
통하여 제작한 쇼핑몰 솔루션입니다. 

디자인 및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운 100% 독립형 솔루션

모든 사용자 페이지가 html 코딩화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및 일반 웹 에이전시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쇼핑몰 솔루션입니다. 

지속적인 안정, 보안 패치 및
업그레이드 관리

판매, 설치,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보안 및 안정성 패치를 제공해 드리며, 
기능별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 및 제작 이후 추가
유지비용이 없습니다.

노드샵은 설치 및 제작 이후 어떠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유료 커스터 마이징이나 기능구현은
별도의 비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몰이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노드샵 플러스나 노드샵 소셜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고객님은 쇼핑몰 솔루션 구축 시
모바일 솔루션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 입력만으로
세팅 가능한 신용카드 및 SMS 모듈

PG사 및 SMS업체로 부터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자 페이지 안에서 간단하게 기입하는것으로 끝!
해당 아이디로 신용카드 및 SMS 모듈의 연동이 시작됩니다.

1 2 3

4 5 6



디자이노드는  전세계 20억 사용자가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의
맞춤형 App 제작에 다양한 구축 경험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페이스북 App을 구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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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acebook App

Facebook App

페이스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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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Maintenance

Maintenance

유지보수

디자인 유지보수

이벤트 / 프로모션 / 사이트 부분 개편 등
웹사이트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디자인 컨텐츠 기획 및 운영,제작 서비스

프로그램 유지보수

웹사이트 내부 시스템 변경 / 이벤트 / 
프로모션 등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솔루션의 기획 및 운영,제작 서비스

시스템 운영

서버 장비 세팅, 도메인, 웹호스팅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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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TECH SYSTEM 웹사이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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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C

Portfolio PC

SJ TE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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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C

Portfolio PC

프럼네이처 PC 웹사이트 리뉴얼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FROM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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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CD 웹사이트 리뉴얼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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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C

Portfolio PC

BRCD



bread&co. 웹사이트 리뉴얼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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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C

Portfolio PC

bread&co.



NAROO 웹사이트 리뉴얼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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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C

Portfolio PC

NAROO



삼성전자로지텍 웹사이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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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obile

Portfolio Mobile

삼성전자로지텍



삼성전자로지텍 웹사이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18

Portfolio      Mobile

Portfolio Mobile

대화 B2B App



BRCD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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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obile

Portfolio Mobile

BRCD



bread&co.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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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obile

Portfolio Mobile

bread&co.



Hello Universe 모바일 앱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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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obile

Portfolio Mobile

HU App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먹방샷을 찾아라! 페이스북 이벤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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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vent/Promotion

Portfolio Event/Promotion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먹방샷을 찾아라!



크록스 인증샷 페이스북 이벤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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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vent/Promotion

Portfolio Event/Promotion

크록스
포토 콘테스트



이니스프리 인증샷 페이스북 이벤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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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vent/Promotion

Portfolio Event/Promotion

이니스프리
감귤이벤트



보물을 친구에게 선물,공유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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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vent/Promotion

Portfolio Event/Promotion

KB 카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친구를 숲으로 초대하는 공유,초대하기 페이스북 이벤트 구축
Plan, Design, Publish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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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Event/Promotion

Portfolio Event/Promotion

이니스프리
숲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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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lient

대표 고객사



Thank you

070-8633-9088 mail@dnode.co.kr www.dnod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