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워커웹은 전문 커스텀 홈페이지 제작 에이전시로 

다양한 플랫폼 (반응형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코워커웹 
COWORKERWEB



템플릿을 사용하여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커스텀 홈페이지를 제작해드리며  

전문지식정보채용 플랫폼 코워커를 직접 운영중인 만큼  

다양한 제작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워커웹의 전문적인  
제작 노하우로 맞춤형 커스텀  
홈페이지를 제작해보세요



전문지식정보채용 플랫폼 '코워커'를 직접 운영하여 

더 전문적으로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 

더 체계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메인메인

채용정보채용정보 컨설팅컨설팅공모전 / 공모사업공모전 / 공모사업 학술자료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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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커웹의 다양한 서비스와  

시스템으로 편의성과 실용성을 

올려 드립니다. 

시스템

구축 사례

준비 사항

제작 과정
코워커웹이 제작한 반응형,  

모바일, 웹 다양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복잡하고 막막한 시작 

코워커웹이 가이드북을  

제공하며 꼭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알려 드립니다.

체계적인 코워커웹의 홈페이지  

제작 노하우로 합리적인 

웹 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00목차



반응형 웹사이트
Responsive Website

하나의 웹사이트로 PC, 테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크기에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보여집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축하면 하나의 웹사이트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PC버전, 모바일 버전을 따로 제작하지 않아도 되기에  

효율적으로 웹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01시스템



검색엔진 최적화 SEO

검색엔진 최적화 [SEO] 작업을 통해 

검색사이트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노출빈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01 사이트 분량

검색 엔진이 인식 가능한 

충분한 컨텐츠 분량 확보

02 텍스트 일치

03 컨텐츠

검색 엔진에 유효한 키워드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

검색 요소를 충실히 갖추고 있는 

컨텐츠 재가공

04 웹문서의 구조화

검색 로봇이 가장 잘 수집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

05 링크 인기도

웹 사이트 내 외부 링크의  

수와 질을 검증하고 최적화

Search Engine Optimization

01시스템



접속자와 회원을 관리하고 간편한 결제기능을 추가합니다

팝업과 배너, 상품, 게시판 등 웹사이트  

운영의 관리를 손쉽게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SMS,  이메일을 발송 가능합니다

접속자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간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와 접속자를 연결합니다

01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사례

02구축사례

인생오리 
(식품브랜드)

삼실닷컴



반응형 웹사이트 사례

02구축사례

스터디카페

까사벨라 
(리조트)



반응형 웹사이트 사례

02구축사례

리나코리아 
(화장품)

시티은행 
컨시어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례

02구축사례

너만없는고양이

동심키즈플레이



클라이언트 준비사항

기초 자료 준비

참고 사이트 선정

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서, 인사말, 약도, 관련사진, 카달로그, 책자, 회사슬로건, 컬러, 로고 등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생각해 두신 편리한 사용성, 그려놓으신 이미지가 있다면 그와 걸맞는 홈페이지를 1~2개 선정해주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됩니다.

01

02

03준비사항

도메인 선정

메뉴 (사이트맵) 구성

기억하기도 쉽고 업체명이나 특성의 연관성이 있는 도메인명을 등록하셔야  

재방문 유도가 쉽습니다.

03

04
사이트에 들어갈 전체 메뉴를 대략적으로 구상해주세요. 

구상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사이트 맵을 제안해드립니다.



웹사이트 가이드북 제공

03준비사항

HEADERHEADER

MAIN 
BANNER
MAIN 
BANNER

MAIN 
CONTENT
MAIN 
CONTENT

SUB  
CONTENT
SUB  
CONTENT

FOOTERFOOTER

가이드북으로 복잡하게 생각되던 웹사이트의  
이해를 돕습니다

기본틀에 대한 이해와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고 배치하기에 편한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메인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브페이지와 카테고리, 

상세페이지 등 다양한 페이지 구성에 대응하여  

의뢰에 편의를 더합니다.



웹사이트 제작 과정

제작 의뢰 
(레퍼런스 기준) 자료접수 계약 및 견적산출

사이트 기획 
(가이드북 제공)

디자인 시안 
(가이드북 기준)

디자인 시안 
수정 및 보완

메인 및 서브 
 페이지 확정

퍼블리싱 
(프론트 엔드)

개발 진행 
(백엔드)

웹 사이트 검수 
및 테스트 진행 웹사이트 오픈 웹 사이트 유지보수

04제작과정



01 02 03 04

유지관리

담당자 배정을 통한 1:1 유지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 담당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유지 보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1:1 관리 서비스를 통한 체계화된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유지관리 신청유지관리 신청 접수 및 내용확인접수 및 내용확인 일정확인 및 통보일정확인 및 통보 작업 및 완료작업 및 완료

04제작과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