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 Beauty Total Solution

ONEHAGO SUPPLIER GUIDE

?

Simple · Easy · Together · Win-Win · Green · Beneficial
같이의 가치를 철학으로한 Health & Beauty Total Solution

OneHAGO

화장품, 생활건강, 식품, 제약 등의 분야에 걸쳐 B2B, B2C, C2C 가 이뤄지는 O2O(ON

Line To OFF Line)플랫폼으로, 다양한 서플라이어와 회원들이 만들어갑니다.

?

I T / Health & Beauty 전문가들이
만드는 O2O 플랫폼
I T (Information Technology) :

2000 – 2020 – 소프트웨어 제작, 네트워크구축, 홈페이지 개발, 웹솔루션 및 호스팅 운영
Health & Beauty :
2004 – 2018 - 아란화장품 / 제주아란 / 다감플래닝 / 디자인플래닛 프리몰드닷넷 팀장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2021.0601-0630

2021.0701-0718현재

방문자의 지속 증가
2019년 5월 서비스 시작 후, 원하고를 사용하는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일 방문자가 4~5,000명으로 이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원하고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더믹 이후 비대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원하고는 폐쇄몰 형태의 기존 플랫폼과의 차별화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가치 아래 모든 서비스를 개방형 구조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원하고를 몰라 안사용해 본 고객은 있어도, 한 번 사용한 고객은 그 편리함에 계속 찾는 원하고 입니다.”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ONEHAGO
높은 가성비

업무효율 상승

매출 상승효과

비용절감

무료입점(Basic) 를 포함한
다양한 서플라이어 등급에
따른 서비스
- 업종에 따른 후가공 기업 및
- 소생산 기업은 베이직 입점 홍보
-

단, 배너광고 별도

다양한 매칭/MALL

고객관리(영업)와 아이템관리,
홈페이지 운영으로 경비절감과 효율
다양하고 고급스런 독립홈페이지
E 카탈로그 제공
고품격 외부도메인 홈페이지 개발
경제적인 개발 가능(별도상담)
원하고닷컴과 관리 연동

B2B,B2C,C2C
서플라이어 간의
협업, 매칭이 자유롭습니다.
- Win Win효과
- 쇼핑몰 제공

ONEHAGO가 좋은 이유 - member, supplier
네이버, 다음카카오, 페이스북 아이디로

사용자 편리성 강화
번거롭고 불안한 별도 가입 없이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회원운영방식.
정보유출 등의 불편함과 거리낌을, 인증 받고
범용적인 포탈 및 SNS의 아이디 사용으로
간편하게 원하고 서비스 이용.

로그인이 없이

모든 정보 열람OK!
어떠한 I T 기기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반응형 페이지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I T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트랜디한 서플라이어 블로그 &
고품격 독립홈페이지
- I T전문가와 코스메틱 플랫폼 전문가가 만든
원하고 서플라이어 블로그. 다채로운 메뉴구성과 기능으로 귀사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 독립홈페이지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로
독립홈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며, 원하고와 연동된 관
리 기능으로 경제적인 자사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PS-외부도메인, 반응형, 디자인변경 적용 : 개발비 추가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SNS를 통한 서플라이어 홍보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개인에게만 제공되고 스팸 등으로 처리되는
메일링이 아닌 SNS상에 직접 업체 홍보물을
업로드하여 DB로 영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서플라이어 DB를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ONEHAGO
e 카탈로그
E 카탈로그 제공으로
트랜디한 홍보툴 제공
– E 카탈로그를 활용하여 카카오톡, 개인메세지, 이메일 등에 귀사의 아
이템이나 회사를 소개하는 등 홍보용으로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의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원하고 서플라이어만의 서비스
기본 10페이지 제공.
- 페이지 추가는 별도 진행 또는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페이지로 업로드 가능. A4기준

ONEHAGO가 좋은 이유 - supplier
동영상 업로드 강화
- 지금은 사진보다 동영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에 담아 고객들께 제공합니다..
원하고는 충분한 고성능 서버를 운용하여 트래픽 없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ITEM 동영상
아이템 등록 시, 유튜브 및 동영상을 직접 등록.
서버를 직접 운용하기에 트래픽 없는 최적의 조건 제공

홍보 동영상
서플라이어의 뉴스, 신제품 안내 등 각 종 동영상을 항시 올릴 수 있는 게
시판제공 -> 선착순 메인 노출

YOUTUBE ,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원하고 채널로 서플라이어의 아이템, 홍보, 안내 등을
수시로 업로드하여 홍보.

ONEHAGO가 좋은 이유 – member, supplier

보내기

블로그

저장

25

♡ 25

다이렉트 이미지 전송
: 메일주소를 입력하여
이미지와 간단한 내용을 전송

편리한 검색 지원 툴(TOOL)

아이템 소유 서플라이어의
블로그로 이동

아이템저장, 아이템 정보보내기,
아이템 다중 정보보내기,
아이템 파일첨부, 가견적 요청 …

마이페이지 보관 및
대량이미지 전송

아이템이미지를 조회한 수
아이템을 저장한 수.

아이템 및 서플라이어 정보 등을 별도 가입 없이, 기존 사용하던
네이버,다음카카오,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며,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저장 보관된 아이템과 서플라이어 정보를
보관하시어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DB구성으로
관심카테고리를 우선적으로 적용시킨다.
- AI(인공지능) 적용

ITEM IMAGE – member, supplier
아이템이미지 리스팅 방식은 최신 트랜드에 맞게 사진 원형의 사이즈를 유지하며,
모바일에서 바로 등록 수정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주었으며, 다이렉트 이미지 전송, 저장, 홈페이지 주소 노출, 조회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아이템 등록시 별도의 수정이 없이 가로세로만 맞춰 등록가능

보내기

블로그방문

저장하기

25
♡ 25

다이렉트 이미지 전송
: 메일주소를 입력하여
이미지와 간단한 내용을 전송
아이템 소유 서플라이어의
블로그로 이동
마이페이지 보관 및
대량이미지 전송
아이템이미지를 조회한 수
아이템을 저장한 수.

BLOG(업체홈페이지)01
OEM/ODM, 프리몰드·패키징, 디자인, 마케팅 등 업체별, 업종별 특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메뉴방식

서플라이어 정보와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약도, 연락처, 카다로그, SNS, Contact us를 등록하여 필요 항목만 노출 운영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메뉴 Home, 회사소개, 갤러리, 생산설비, 문의하기, 뉴스, 쇼핑몰, 동영상, E-카탈로그 로 설정된 메뉴를 용도에 맞게 원하는 타입으
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어10 이상 가입 시, 다양한 스킨의 독립홈페이지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1

ONEHAGO

2
11. 블로그 정보 버튼

– 마이페이지에서 등록, 수정합니다.

HOMEPAGE - 외부 홈페이지 및 URL를 등록된 경우 버튼생성.
♡
- 서플라이어 배너 및 아이템 배너를 회원이 저장한 수.
Map
– 등록된 주소의 카카오지도.
Contac us – 서플라이어가 지정한 대표메일로 문의.(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발송이 됩니다.)
CATALOGUE – 등록한 카탈로그 파일로 PPT,PDF,EXEL, HWP, IMAGE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버튼.
SNS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등록 시 버튼생성.

BLOG(업체홈페이지)02
22. 블로그 메뉴 - 메뉴 타이틀 및 용도에 따라 변경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Home – 회사소개로 돌아오기.
회사소개 – 회사 전체 소개 및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일반게시판, 이미지 등록 가능
갤러리 – 서플라이어 아이템(제품, 제형, 제공서비스 등) 등록 갤러리 게시판. 가견적서비스 기능
생산설비 – 업체별, 업종별 특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썸네일게시판 + 일반게시판.
문의하기 – 일반문의, 견적문의, 샘플문의를 하는 일반 게시판.
뉴스 – 썸네일이미지 등록, 다양한 아이템 및 대소사를 홍보하는 게시판. 원하고 메인페이지 자동 등록.
쇼핑몰 – 서플라이어10 이상 사용하실 수 있는 쇼핑몰로, 수수료 없이 운영 , 별도 관리자페이지 제공.
동영상 –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 원하고 유튜브 채널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 홍보.
e-카탈로그 – 서플라이어5 이상 e-카탈로그(10P) 제공.

Home

ONEHAGO

ONEHAGO

회사소개

갤러리

생산설비

문의하기

뉴스

쇼핑몰

동영상

e-카탈로그

ONEHAGO SUPPLIER LEVEL 입점레벨
ONEHAGO SUPPLIER LEVEL
서플라이어 레벨

BASIC
- 무료입점.
- 블로그 : 회사소개, 갤러리(타이틀 변경가능)
– 소량 생산 및 일부 후가공 등 우대 업종기업. 갤러리 아이템수 30 item.
원하고 전체 아이템 및 서플라이어 배너 등록서비스.
Map(약도), Contact us, 가견적서비스.
서플라이어 5
- 월55,000원(VAT포함) 라이트 요금제.
- 블로그 : 회사소개, 갤러리 + 추가 택2.
갤러리 아이템 30추가 최대 60 item.
Basic 서비스 + SNS, e-카탈로그(10p), 태그등록.
서플라이어10
- 월110,000원(VAT포함) 스탠다드 요금제.
- 블로그 : 회사소개, 갤러리, 생산설비, 문의하기, 뉴스, 쇼핑몰, 동영상.
e-카탈로그 (10p),갤러리 아이템 무제한 등록.
SNS, 태그등록, 독립홈페이지 제공(다양한 스킨).

*배너광고 입점은 별도 문의.
*쇼핑몰은 별도 관리페이지 제공/ 수수료 없음.(단.이체수수료 별도)
*E-카탈로그 추가 및 별도 제작 가능.
*별도 외부도메인 홈페이지 개발 가능.

이런 사장님들이 원하는

…ONEHAGO
· 쉬운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사장님
· 적극적인 매칭과 관리를 원하는 사장님
· 다양한 IT환경과 트랜드에 맞는 솔루션을 원하는 사장님
· 여러 SNS홍보를 통한 인터넷DB구축 원하는 사장님
· 소량판매 등 재고관리와 쇼핑몰을 운영을 원하는 사장님
· 알뜰비용, 고효율, 다채널 마케팅을 원하는 사장님
· 너무 바빠서 전화통화도 부담스러운 사장님
· 간편한 비대면서비스 가 필요한 사장님
· 모바일이나 인터넷 카탈로그 가 필요한 사장님

원하고가

함께 합니다.

hope@onehag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