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강 의 계 획 서강 의 계 획 서

과 목 명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강 사 명 이 수 미

강의주차 5개월 / 20주 강의요일 금 강의시간 10:00 ~ 13:00

강   의   소   개

강의목표
•Cafe24 쇼핑몰 솔루션을 사용하여 반응형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웹디자이너로 취업이나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정보

실습재료비 •재료비  총액 : 없음                •개인준비사항 : 없음

주차별 강   의   내   용 비    고

1주차 수업 OT, 쇼핑몰 구축 절차, CAFE24쇼핑몰 신청, 상점기본설정

2주차 반응형 디자인이란, 쇼핑몰로고 제작(미리캔버스)

3주차 대분류 등록, 메인레이아웃을 쉬운 스마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변경

4주차 간단 상품 등록, 무료포토샵이 이용한 상품 사진 보정

5주차 상품 등록, 무료포토샵이 이용한 상품 사진 보정

6주차 상품복사, 상품수정 (옵션, 재고관리, 꾸미기등)

7주차 상품관리(진열관리, 복사), 상품정보표시관리

8주차 프로모션 설정 (쿠폰, 할인, 이벤트등)

9주차 게시판 설정 (게시물 디자인, 등록 및 관리)

10주차 미리캔버스를 이용한 이벤트및 공지사항 게시물 제작

11주차 스마트 팝업 관리, 하이퍼링크 설정

12주차 개별 쇼핑몰 중간 점검1, 포토샵 작업 및 상품 추가 등록

다음 페이지 계속 ↓



주차별 강   의   내   용 비    고

13주차 개별 쇼핑몰 중간 점검2, 포토샵 작업 및 상품 추가 등록

14주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등록 

15주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점 레이아웃 디자인 수정

16주차 회사소개, 반품교환안내 페이지 제작하기

17주차 새로운 디자인 추가 및 편집

18주차 앱스토어 ( 카카오 채널만들기 )

19주차 도메인 신청, 웹로그 분석, 포털검색엔진 등록

20주차 쉬운 해외판매하기, 쇼핑몰 관리, 고객센터 활용



【붙임 2】

지 도 계 획 서지 도 계 획 서

과 목 명 인터넷 쇼핑몰 창업 강사명 이 수 미

강의 계획 : 교육의 주된 내용은 CAFE24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여 무료로 자신의 인터

넷쇼핑몰을 분양받습니다. 무료쇼핑몰을 분양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로고등 모

든 디자인 요소들을 직접 디자인 제작 한 후 쇼핑몰관리자로써 변경 등록하는 수업과 포

털 검색엔진 등록 및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블로그 위젯 등록, 웹로그 분석등 실제 쇼핑몰 

운영자가 하는 작업 그대로 실습하게 됩니다. 쇼핑몰 판매실습을 위해 네이버 스마트스토

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해보며 판매물품등록, 포장, 택배발송, 정산, 고객응대등을 실제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개인준비사항 :　수업에 따른 재료비나 교재는 없으며 대면∙비대면 교육시 모두 

수업밴드를 운영하며 각 차시별 강의록을 올려놓으며, 학생들이 질문등을 자유롭게 할수있

도록 운영합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강의시간 : 대면수업시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복습이 필요한 부분은 녹화를 해서 영상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운영시 매주 금요일 3시간 (기존수업시간에 맞추어) 라이브수업을 진행합니

다. (수업시간내에서 휴식 및 실습시간 배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과 수강생들의 출

결, 질문등의 관리가 용이한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라이브 수업을 한 후, 결석생과 반복학

습을 위해 라이브방송 녹화분을 1주일간 게시합니다.

지도　방법 : 대면과 비대면 모두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강의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수업 진행방법은 수강생들을 과목 밴드에 초대한 후, 수업시간 5분전까지 밴드에 입장하

여 수업 30분전부터 공개된 라이브수업 링크로 수업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강생 개인준비사항으로 폰이나 PC에 Zoom프로그램 설치와 PC사용자는 웹캠이 필요합

니다. (웹캠은 선택사항) 대면수업시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