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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에 대해 고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홈페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 

홈피온이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전문적인 홈페이지
제작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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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패치워크

개
성

능력

색깔

홈피온은,

“홈페이지-on” 이라는 의미를 담은 주식회사 패치워크의 홈페이지 브랜드 입니다.

소비자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 입니다.

홈피온은 5년 이상 경력의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전문업체입니다.

패치워크란, 

색깔, 무늬, 크기, 모양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천을 이어 붙여 하나의 커다란 천으로 만드는 수공예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패치워크(Patch Work)는 단어가 가진 고유의 의미처럼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진 일원들이 모여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을 추구합니다.

About Us

01. 회사 소개



Necessity

02. 홈페이지 왜 필요한가

주식회사 패치워크

인터넷 활용에 능한 연령대 일수록,

홈페이지 유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첫인상과 신뢰도가 크게 좌우 됩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비대면 (untact) 미팅이 더 많이 요구되는 현재,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만큼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부터 각종 온라인 광고까지,

홈페이지는 모든 온라인 마케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입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Problem

03.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이유

주식회사 패치워크

이해의
진입장벽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웹 제작 분야

상품의
불명확성

주관적 디자인영역

+

생소한 제작기술

=

정확한 상품기준의

부재

지속적인
제공

만들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 특성

하루가 다르게 자취를 감추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 급증…

제작 비용 뿐 아니라 호스팅, 도메인 비용까지 같이 지불하였으나 업체가 없어져…

제작 시 안정적인 솔루션,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 관리 업체를 골라야 후회 없어…

주식회사 패치워크



03.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이유

주식회사 패치워크

왜? Why?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찾아도 찾아도 내가 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막상 전화하면 달라지는 가격,

무작정 강요하는 약정과 일시불 결제

주식회사 패치워크

Problem



Solution

04. 홈피온의 제안

투명한 상품 정책과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제 체계.

전화상담 후 틀려지는 견적가격, 홈피온은 모든 상품
정책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비용 결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품 구성과 다양한 디자인의 조화.

독창적인 방식의 템플릿형 홈페이지 제작 및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까지 각각의 장점을 조합하여 쉽고 빠르지만
개성있는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능과 디자인에 맞추어
최적인 합리적인 가격 설정.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가격을 설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한번 만들어지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안정적인 서버 유지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신 시스템
도입과 보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홈피온이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패치워크

01
Answer

01
Answer

02
Answer

03
Answer

04
Answer



Price

05. 특장점 - 가격

주식회사 패치워크

※ 상기 조건 초과 사항 발생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홈피온의 제작비용

경쟁사 대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비용 (호스팅비용)

제작비용
[템플릿형 홈페이지]

제작비용
[맛춤형 홈페이지]

- 사전 제작된 템플릿의 레이아웃 범위 내에서 이미지와 내용을 교체하여 디자인하는 제작
- 사전 제작된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 6개 이내 선택 (추가기능 제외 선택) ₩ 220,000 부터

₩ 440,000 부터- 원하는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디자인하는 고객 맞춤형제작
- 메인 페이지 1개 / 서브 페이지 4개/ 기본 게시판 5개 이내/ 메인 슬라이드기능 2개 이내

월유지비용
[템플릿&맞춤형 홈페이지]

- 호스팅 조건 : 파일 용량 1 Gbyte 이내 & 1일 트래픽 3 Gbyte 이내 조건
- 홈페이지 월 2회 무료 수정 지원 (단순 이미지/텍스트/업체정보/오탈자 수정 조건)

₩ 9,900 부터

금 액제공 범위

금 액제공 범위구 분

구 분 금 액제공 범위구 분



Payment Plan

05. 특장점 - 결제방식

주식회사 패치워크

유지비용은

매월 정기 결제로.

유지비용 (호스팅포함)은

매월 그때 그때 정기 결제로

안전하게 결제하세요.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요금장벽

NO!

처음 시작하는 홈페이지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부터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결제와 무이자

할부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다양한 결제방식과

편리한 무이자 결제를

지원합니다.

몇 년 치의 호스팅 비용을
처음부터 한번에 내고 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는 홈페이지에 무작정
수백만원을 태워야 하나요?

부담되는 제작비를 그냥 대책 없이
현금 입금을 해야 하나요?

Q
1

2

3

홈피온은

한번에 모든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05. 특장점 - 기본기능

주식회사 패치워크

Basic Features

반응형 웹 지원 사이트 등록 SEO 최적화 N사 웹마스터 등록

기본 도메인 제공 관리자 페이지 제공 통계/분석 기능 제공 지도 API 등록

꼭 필요한 기능은 추가 비용 없이 기본 탑재



05. 특장점 - 추가기능

주식회사 패치워크

Extra Features

기본 템플릿 추가(개당) 50,000원

금 액템플릿형 주가기능 금 액

맞춤형 추가기능

추가기능 템플릿 추가(개당) 50,000원

메인 슬라이드 기능 추가(개당) 20,000원

팝업창 추가 (개당) 20,000원

자체도메인 연결 (건별) 20,000원

링크연동 및 버튼디자인(건별) 10,000원

네이버 에널리틱스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구글 에널리틱스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이메일 알림 발송기능 추가 20,000원

SNS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로고제작 (최초1회기준) 100,000원

실시간채팅 50,000원

메인·페이지 추가(개당) 50,000원

페이지 길이추가(1920*1080 기준) 50,000원

기본 게시판,갤러리 추가(개당) 30,000원

추가기능 게시판,갤러리추가 (개당) 50,000원

메인 슬라이드 기능 추가(개당) 20,000원

팝업창 추가 (개당) 20,000원

자체도메인 연결 (건별) 20,000원

링크연동 및 버튼디자인(건별) 10,000원

네이버 에널리틱스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구글 에널리틱스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이메일 알림 발송기능 추가 20,000원

SNS연동(최초1회기준) 50,000원

회원가입 기능 추가 50,000원

동영상플레이어기능 추가 50,000원

로고제작 (최초1회기준) 100,000원

도메인, 호스팅 구매대행(최초1회기준) 50,000원

다국어 제작 별도협의

실시간채팅 50,000원

필요한 기능만큼 선택해서 제작하는 홈페이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통신의 규칙 (HTTP)이 필요하며, 이 통신 내용의 암호화 여부에 따라 ‘S’ (Secure)를 붙여 “HTTPS” 라 합니다.

홈피온은 모든 사이트 제작에 HTTPS 암호화 적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백업 절차를 통해 고객님 들의 소중한 홈페이지를 보호 합니다.

05. 특장점 - 보안

주식회사 패치워크

Security

…풀어줄테니 비트코인 내놔 정부〮기업 타깃 랜섬웨어 증가

https ?

hompion !



들어 오자 마자 나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지 마세요.

홈피온은 템플릿형부터 맞춤형까지 폭넓은 제작방식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해드립니다..

템플릿형 제작과 맞춤형 제작을 모두 아우르는 홈피온의 디자인

05. 특장점 – 디자인

주식회사 패치워크

Design

50개 이상의 템플릿을
조합하여 만드는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이라고 해도
같은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가성비가 최우선인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템플릿형 디자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개별

맞춤 디자인.

맞춤형 홈페이지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는

편견은 그만.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맞춤형 디자인



05. 특장점 – 고객경험

주식회사 패치워크

Customer Experience

견적문의신청

유지보수신청

실시간채팅
온라인상담

편리한 온라인 상담

- 원하시는 제작정보를 견적문의에 남겨 주시면 담당 매니져가

검토 후 상담이 진행 되십니다.

- 홈피온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고객님 들도 유지보수 신청을 통해

빠른 수정 및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 견적을 의뢰 하기 전 빠른 상담이 필요 하신가요? 홈피온 채팅창

을 통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실시간결제

홈페이지 제작, 편하게 믿고 맡기세요.

- 네이버 페이를 통한 편리하고 투명한 결제시스템과 할부정책

으로 고객의 제작비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효성FMS 시스템을 통한 매월 정기 결제 방식으로 고객의

일시불 선납 걱정 불안감을 해소 하였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로 제작비 결제하면
무이자할부에 포인트적립까지~!



06. 타사와 견적비교

주식회사 패치워크

Comparison

타사 H사홈피온 타사 N사

제작방식 템플릿형, 맞춤형 모두 가능 템플릿형 템플릿형

남들고 다른 홈피온의 경쟁력. 홈페이지 운영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제작분량
템플릿형 (6개 페이지 선택)

맞춤형 (메인1,서브4,게시판5개 이내)
템플릿형 (5개 페이지) 템플릿형 (10개 페이지)

제작비 22만원 부터 시작 44만원 부터 시작 없음

월 유지비 9,900원 16,500원 33,000원

호스팅 조건 파일용량 1Gbyte, 일 트래픽 3Gbyte 파일용량 1Gbyte, 일 트래픽 5Gbyte 정확한 호스팅 조건 없음

결제방법
신용카드 포함 다양함

유지비 1개월 단위 납부
현금 일시납 만 가능

유지비 6개월 단위 선납
12개월 단위 일시불 선납

초기 비용 부담
제작비 22만원

(무이자 할부 결제 가능)
제작비 44만원 + 6개월 유지비 99,000원

539,000원 일시 납부 필요
396,000원 일시 납부 필요

12개월 유지 시 총 금액
제작비 220,000원 + 유지비 118,800원

=338,800원
제작비 440,000원 + 유지비 198,000원

=638,000원
396,000원



07. 진행 과정

주식회사 패치워크

Process

템플릿형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

템플릿 소개페이지
에서 홈페이지에 넣을

6개의 템플릿
선택

1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홈피온

견적문의에
기재 후 접수

2

견적문의 확인 후
담당 디자이너와

상담 진행

3

상담 받은 제작비
결제 후 접수.

홈페이지에 넣을
내용 및 이미지 전달

4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 진행 후

고객확인
(수정1회가능)

5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 오픈.

월 유지비
정기결제 시작

6

구상하시는
홈페이지에 대한
스토리보드 작성

(견적문의에서 다운)

1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첨부하여
견적문의 신청

2

견적문의
확인 후

담당 디자이너와
상담 진행

3
상담 받은 제작비

결제 후 접수.
홈페이지에 넣을

내용 및 이미지 전달

4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 진행 후

고객확인
(수정 1회 가능)

5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 오픈.
월 유지비

정기결제 시작

6

· 사전 제작된 템플릿 레이아웃에 대한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원할 경우 맞춤형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세요.

· 내용과 이미지는 홈페이지의 완성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한 고화질과 구체적인 내용은 필수 요소 입니다.

· 홈페이지 제작 규모에 따라 제작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제작 기간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스토리보드 작성이 힘들다면 최대한 유사한 샘플 사이트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빠른 소통과 제작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you

주식회사 패치워크

h o m p i o n . c o m

1 5 8 8 - 4 4 1 8
a d m i n @ h o m p i o n . 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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