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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쇼핑몰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식 
1. 만물상골드 설치안내 

1) 설치환경 

- System : Linux + APM 

- 사용언어 : PHP4 

- 사용데이타베이스 : Mysql4 

2) 설치방법1 (telnet 등 사용자의 경우) 

가) 소스업로드 

: 만물상 압축파일을 설치할 장소에 ftp로 업로드 합니다.(binary 모드) 

나) 압축해제 

: telnet 에서 압축을 해제 합니다. 

: [localhost]$tar xvpfz manmulsanggold.tar.gz 

다) 권한설정 

: 압축해제 후 6개의 폴더를 권한 777로 설정합니다. 

    - [localhost]$chmod 777 imgup 

       - [localhost]$chmod 777 skin 

      - [localhost]$chmod 777 upfiles 

       - [localhost]$chmod 777 koso 

       - [localhost]$chmod 777 gaguk 

         - [localhost]$chmod 777 kosoboard/upfiles 

라) 인스톨(설치) 

: 웹브라우저에서 인스톨합니다. 

 
인스톨화면에서는 초기화면에서 발급된 시리얼번호를 기입합니다. 

 

-  시리얼번호기입 전에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파일 및 쿠키삭제함. 

-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상단메뉴 중 “도구  인터넷옵션”를 클릭합니다. 

-  파일삭제 후 확인 

: 임시인터넷 파일에서 “파일삭제”를 선택한 후 “확인”를 클릭하여 파일을 삭제합니다. 

-  쿠키삭제 후 확인 

: 임시인터넷 파일에서 “쿠키삭제”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여 쿠키를 삭제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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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때 각종 설정화일설정및 데이타베이스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 인스톨주소 :  http://도메인명/shop/install/ 

     - 예) koso.net 의 홈디렉토리 public_html/shop/ 이란 폴더에  

압축해제시  http://koso.net/shop/install/ 

        

주의) 인스톨 화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한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 설치완료 

:위와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인스톨화면에서 정확한 정보기입이 이루어지면  “ 설치가 완

료 되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 하십시오.” 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만물상골드솔루션의 

설치가 모두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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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도메인명/shop 으로 쇼핑몰메인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 설치과정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의 조치방법 

-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지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데이타베이스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koso폴더아래의 /dbconnect.php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아래 6개의 디렉토리 퍼미션이 777인지 확인합니다.  

777이 아닐경우 777로 바꾸어줍니다. 

      [localhost]$chmod 777 imgup 

      [localhost]$chmod 777 skin 

      [localhost]$chmod 777 upfiles 

      [localhost]$chmod 777 koso 

      [localhost]$chmod 777 gaguk 

      [localhost]$chmod 777 kosoboard/upfiles 

 

- 설치과정 자체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인스톨을 하십시오. 

3) 설치방법2 (ftp 사용자의 경우) 

가) 소스 업로드 

: 만물상 파일 shop/ 폴더를 설치할 장소에 ftp로 업로드 합니다. 

gif, jpg등 이미지 화일은 binary 모드로, 나머지는 ASCII 모드로 올리십시오. 

나) 권한 설정 

: ftp 프로그램의 change mode 기능으로 위에서 설명한 6개의 폴더의 권한을 모두 777

로 설정합니다. 

다) 인스톨(설치) 

: 웹브라우저에서 인스톨합니다. 

이때 각종 설정화일설정및 데이타베이스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http://도메인명/shop/install/ 

주의) 인스톨 화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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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확한 정보를 모를 경우 반드시 시스템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 외 기타 과정은 telnet 사용자의 경우와 동일하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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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신고 방법 
1)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2)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

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4)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

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6)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

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일정한 사업자의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3)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 4) 쇼핑몰운영상에서의 차이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됨. 대신 쇼핑몰상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기재 

대신 "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됨"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ㄱ.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상거래 종목을 하시는 분은 사무실 아닌 자택주소로도 가능) 

      ㄷ.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ㄹ.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ㅁ.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 

      ㄱ.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ㄴ.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

류 

      ㄷ. 정관 사본 1부 

      ㄹ.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ㅁ.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ㅂ.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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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라) 사업자등록증 교부  

  1)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2)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마) 쇼핑몰운영시 통신판매업신고와의 관계상 등록순서에 관한 문제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득한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

고, 각 관할 세무서별로 사업자의 업종 종목이 전자상거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통신

판매업신고를 먼저 이행한 후에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는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이 아닌 자택주소를 사업장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쇼핑몰주소 등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준비를 먼저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임. 

 

2) 통신판매업신고 

가) 쇼핑몰운영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여야하며, 그 신고번호는 쇼핑몰 제일 하단 

카피라이트부분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의무가 면제됨. 

나) 신고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 신고접수기간 - 서버의 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 제작 기간중에 하시는 것

이 좋을 듯 합니다.  

 

라) 제출 준비 서류 

  1) 신고서1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및 지역환경과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단, 신규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제출) 

  3) 도장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도장)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5) 주민등록증 

  6) 비용 : 면허세 30,000 ~ 45,000원 (지역마다 차이있을 수 있음) 

  7) 호스트서버 소재지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적는 서버 주소. 

     ※ 서버주소 : 해당 호스팅을 받는 업체의 주소와 회사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신고 

가) 쇼핑몰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의해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되어 초기 자본이 적은 대부분의 신규 쇼핑몰운영자는 면제되고 있음 ) 

      

나) 예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면제대상의 신설 [2008년 2월 28일 시행] 

   - 부가통신사업자 중 자본금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자본금이 1억원이 되지 않는 쇼핑몰운영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지 않

아도 된다. 

 

다) 신고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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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통신망구성도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라) 신고방법 

    1) 온라인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emic.go.kr) 민원신청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2) 방문 신청  - 관할지역 체신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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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일 사용방법(OutlookExpress) 
1) 이메일주소 셋팅방법 

가)  Outlook Express 6.x 을 실행하신 후, 도구(T) -> 계정(A) 를 클릭합니다. 
 

 
 

나) 추가(A) -> 메일(M) 을 클릭합니다. 

 

 
 

다) 표시 이름(D) 을 입력합니다. 

  
 

라) 전자 메일 주소(E) 를 입력합니다. 

 



만물상골드 V7.10 관리자매뉴얼                쇼핑몰 창업 및 운영 > 아웃룩 이메일 사용방법  

 

 
 

마) 받는 메일(POP, IMAP 또는 HTTP) 서버(I) 와 보내는 메일(SMTP) 서버(O) 를 입력합니다. 

 

 
 

바) 발급받은 계정 이름인 아이디(A) 와 암호(P) 를 입력합니다. 

 
사) 마침을 클릭합니다. 

 
 

아) 다시 위 (1)번 처럼 도구(T) -> 계정(A)를 클릭한 다음 속성(P) 으로 들어가셔서 인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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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V) 를 체크하고 설정 을 클릭합니다. 

 

 
 

자) 로그인 창에서 인터넷 회선업체(ISP) 아이디 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확인 을 클릭합니다.  

(“보안 암호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온” 은 절대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인터넷회선업체(ISP) 아이디 와 패스워드는 각 ISP 업체 고객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통신 = 국번 없이 100) 

 

2)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서 아웃룩(pop3)메일 확인하는 법 

가)  아웃룩(pop3)메일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자신의 PC에 셋팅을 해야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이메일을 확인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셋팅을 하여 이용하기에

는 많이 불편할 수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네이버 등의 포탈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는 < 외부메일확인 > 기능을 이용하면 이러한 셋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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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외부메일(pop3메일) 가져오기 셋팅 화면 >  

 

나) 외부메일 설정하기 ( 예 – 네이버메일 ) 

: 위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외부메일(pop3이메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① 네이버 메일페이지의 <환경설정>메뉴를 클릭한다 

② 좌측메뉴 중 < 외부메일가져오기 >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한다. 

③ 발급받은 아웃룩 pop3메일의 정보를 기입하여 설정한다. 

④ 네이버에서 저장하여 확인할 메일함을 설정한다. 

⑤ 일시적인 메일확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메일가져오기항목에서는 <새로운메일>로, 

- 서버에 원본남기기에서는 <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네이버 등에서만 이용하고 별도로 아웃룩메일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서버

에 원본 남기기 항목에는 반드시 <아니오>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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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TP 사용방법 (알FTP의 경우) 
1)  알FTP 를 실행하신 다음 상단에 있는 “접속하기” 를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접속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FTP 주소(도메인명과 동일) , 아이디 , 패스

워드 , 포트(21번)” 를 입력한 후 “확인”를 클릭합니다. 

 

 

 
 

3) 정상적으로 접속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닫기” 를 클릭합니다. 

 

 
 

4) 아래 보이는 폴더 중에서 상단 부분은 “서버” 하단 부분은 “내 컴퓨터” 입니다. 다운로

드를 원하시는 폴더 혹은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 상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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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 로드는 하단의 “내 컴퓨터”에서 원하는 폴더 혹은 파일을 선택한 다음 상단의 “업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접속을 끊으려면 상단의 “접속 끊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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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쇼핑몰 연관업체 정보 
1) 박스/포장회사 정보 

포장/박스회사

명 
로고이미지 홈페이지주소 

고객센터 / 연

락처 

맞춤박스 

 
http://www.mcbox.c

o.kr/ 
02-324-0051

공박스 
 

http://gongbox.com 
02-2233-

4442 

박스공장닷컴  
 http://www.boxmake

.co.kr/ 
02-464-4649

박스굿 

 
http://www.boxgood

.com 
1544-7296 

포장닷컴 
 

http://www.pojang.c

om/ 
1544-4082 

박스코리아 

 
http://www.boxcore

a.co.kr/ 

02-468-5878(주

문제작) 

02-498-5878(기

성품문의) 

바보박스 

 
http://www.babobox

.co.kr/ 
02-464-4649

박스보이 

 
http://www.boxboy.

co.kr/ 
1566-5416 

비닐타운 

 
http://www.vinyltow

n.co.kr/ 
1588-6229 

나이스팩 

 
http://www.nicepac

k.co.kr 

02-2269-

7060 

동아비닐포장 

 
http://www.donga-

p.com/ 

02-2271-

0333 

쇼핑백 담코(공

박스) 

 
http://www.damko.c

om/ 
02-77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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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포장 

 
http://www.edongw

ha.com/ 
02-777-2444

모아패키지 

 
http://www.moapac

k.com 

031-908-

7245 

박스세일 

 
http://www.boxsale.

co.kr 

031-595-

4743 

페이퍼미 

 
http://www.paperme

.co.kr/ 

031-555-

1411 

골판지닷컴 

 
http://www.golpanzi.

com/ 
1566-5393 

박스포유 

 
http://www.box4you

.co.kr/ 

031-923-

9320 

방산365 

 
http://www.bangsan

365.com/ 

02-2274-

5131 

보성비닐포장 

 
http://www.bosungi.

co.kr/ 

02-2272-

0802 

백박스 

 
http://www.100box.

co.kr/ 

032-523-

4080 

박스네 

 
http://www.boxne.c

o.kr 

02-2277-

0023 

박스클릭 

 
http://www.boxclick.

co.kr 

031-433-

7087 

지오박스 

 
http://www.gobox.c

o.kr 

031-634-

3420 

나이스박스 
 http://www.nicebox.

co.kr/ 

031-966-

1871 

박스사 
 http://www.box4.co.

kr 

031-944-

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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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사 정보 

 

택배사명 택배사로고 택배사 홈페이지주소 연락처 

우체국택배 

 

 
 

http://parcel.epost.go.kr/ 
1588-

1300 

CJHTH 

(구삼성택배) 

 

http://www.cjhth.com 
1588-

5353 

KGB택배 

 

http://www.kgbls.co.kr/ 
1577-

4577 

경동택배 

 

http://www.kdexp.com/# 

031-

460-

2400/242

4 

대한통운택배 

 

http:// doortodoor.co.kr 
1588-

1255 

로젠택배 

 

http://www.ilogen.com/ 

0505-

2788-

101 

옐로우캡택배 

 

http:// yellowcap.co.kr/ 

0505-

3500-

100 

한진택배 

 

http://hanex.hanjin.co.kr/ 
1588-

0011  

현대택배 

 

http://www.hlc.co.kr 
1588-

2121 

한덱스 
 http://www.e-

handex.co.kr 

1577-

3838 

사가와 

익스프레스 

 
http:// sagawa-

korea.co.kr 

158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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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택배 
 

http:// hanarologis.com/ 
1577-

2828 

cjGLS택배 
 

http://www.cjgls.co.kr/kor 
1588-

5353 

천일택배 

 

http:// cyber1001.co.kr/ 

031-

462-

1001 

대신정기화물 

 

http://apps.ds3211.co.kr 

043-

222-

4582 

Cvsnet 
 

http://www.cvsnet.co.kr/ 
1566-

1025 

동부 

익스프레스 

 
http://dongbuexpress.co.kr/ 

1588-

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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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용한 자료 – 기본적인 html태그 
 아래의 내용은 게시판이나 기타 상품 설명 페이지 등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html

태그를 소개합니다. 

 1). <HTML>......</HTML> - HTML문서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2). <HEAD><TITLE>.....</TITLE></HEAD> HTML문서의 머리부분임 

3). <BODY>.......</BODY> - HTML문서의 몸통부분이다. 

4). <BR> - 다음줄 넘기기 

5). <font color=색상명(또는 색상코드번호)> 글자들 </font> - 폰트 색상변경 

6). <pre>...........</pre> - 기입된 텍스트의 형태대로 그대로 출력시킴 

7). <B>.......</B> 텍스트를 강조하여 볼드체로 보여줌. 

8). <STRONG>.......</STRONG>  텍스트를 강조함. 

9). <U>........</U>  텍스트에 밑줄을 그음. 

10).<EM>.........</EM> 텍스트를 이탤릭체 및 굵게 보여줌. 

11).&nbsp;  - 사이띄개역할   ( 워드에서 스페이스바와 같은 역할) 

12).<FONT>.........</FONT> 글자속성을 나타냄 

      - 형식은 <font color=red size=+3 type=궁서체>....</font> 

13).<hr>   - 밑줄긋기   

   - 형식은 <hr>, <hr width=100 size=3 align=center color=red> 

14). align=center , align=left , align=right - 수평적인 부분에서의 정렬하기  

15). vaign=top, vaign=middle, vaign=bottom  - 수직적인 부분에서 세로로... 

- (순서대로) 상단정렬, 중간정렬, 하단 정렬하기... 

16).<img src=이미지주소 width=가로사이즈 height=세로사이즈 alt=텍스트문구 border=경계선

사이즈 >  - 이미지 넣기... 

  예) <img src=http://wstatic.naver.com/w/n_c600.gif border=0 alt=설명문구> 

- alt=텍스트문구 - 이미지에 마우스를 대었을 때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할 때 사용함 - 보

통 이미지에 대한 설명문을 넣음 

17). <a href=링크 주소>.........</a>  - 링크를 거는 경우. 

    <a href=링크 주소 target=hayanpungcha>....</a> - 새창띄우는 경우 

   ※ 메일주소를 링크거는 법- <a href=mailto:메일주소>....</a> 

18). table, tr , td 로 테이블 만드는 법 

  - 예) 한 단락 전체는 table....   <table> ~~~~~</table> 

    그 중 한줄은 tr          <table> <tr>~~~~~</tr></table> 

    한줄 중 내용이 기입되는 단위 – td  <table> <tr><td>내용</td></tr></table> 

19). <marquee>..............</marquee>  -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임 

- 기본형식 - <marquee behavior=alternate(좌,우로 번갈아 움직임)  

scrollamount=숫자(클수록 빠름)  srcrolldelay=숫자(클수록 빠름)    

derection=방향 (right,down,left,up 등) >........</marquee>  

20). <style>font{font-family: 궁서체,Arial;font-size=15pt}</Style>  폰트스타일 변경 

<font font-family: 궁서체 font-size=15pt> 나는 대한민국의 사나이다</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