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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닷컴은 전 세계 6대 권역 20여 개국의 온라인 선교를 지원하는
“크리스천 디지털 콘텐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North America | South America | Europe | Asia | Oceania |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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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of Daystone.
Vision :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In whom all the building fitly framed together groweth unto an holy temple in the Lord:
(에베소서 2:21 | Ephesians 2:21[KJV])

Media Mission
온맘닷컴 홈피 :
http://home.onmam.com
온맘닷컴의 대표 서비스는 홈피(홈페이지의 준말)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차별화된 온맘닷컴 홈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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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홈피 :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웹도 동시에 제공합니다.
1만 6천개의 홈피가 개설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하는 홈피를 즉시 개설하고 직접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팝업을 띄우고 다양한 메뉴를 추가, 수정할 수 있으며
홈피 메인 화면까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온맘닷컴 홈피 강점
카페 운영처럼 손쉽게 직접 개설/운영
10년간 홈피 솔루션을 제공하며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웹에이전시나 교회 봉사자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신 사례인데요.

섬기는 사람, 교회소개, 부흥회 팝업 등을 담당자가 직접 업데이트할 수 없거나
업체에 요청해도 기본 일주일씩 걸려서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1~2년 후 카페처럼 직접, 즉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온맘닷컴 홈피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제작만큼이나 운영이 중요합니다.

업데이트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죽은 홈페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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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시 추가 비용이 들나요?
이제 아닙니다.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위탁하여 제작할 경우 사소한 페이지
내용 수정과 메뉴 변경 및 추가, 팝업 등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근 게시물
메뉴를 변경하거나 레이아웃을 수정할 때에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맘닷컴은 운영자가 직접 내용 수정 및 메
인 레이아웃까지 쉽게 간단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
니다. 이는 자동화 솔루션이 메인 레이아웃을 모듈
로 제작하여 운영자가 원하는 기능과 메뉴를 운영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모듈화: 레고를 조립하듯 준비된 기능(위젯)을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방식
※ 하지만 서버관리/보안, 서비스 버그 등의 전문

적인 이슈는 저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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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달란트
웹 표준? 어플이 뭔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 교회 및 기관에서는 주로 방송실 봉사자나 젊은 전도사님들께서 나모 웹에디터 html로
적당히 홈페이지를 만들어 왔지만, 미디어환경이 날로 발전하는 지금, 나도 조금 만들 수 있다는
수준으로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때로 봉사자들을 통해 Wordpress, zeroboard XE, Wix, 네이버 modoo
등을 활용해보시지만 복잡하고 관리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격으신 후 결국 온맘닷컴을 찾습니다.
미디어 사역에는 급변하는 환경을 분석하고 적응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보안 및 제작, 신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혹은 단체가 직접 진행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단체는 홈페이지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합니다.
2015년 8월 온맘닷컴이 ㈜데이스톤으로 인수되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데이스톤의 대표가 17년간 웹 표준 및 뉴미디어 분야에 정통한 모 웹에이전시의 공동대표로
근무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웹에이전시의 인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온맘닷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게 된 것 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단체의 기대를 뛰어넘어 미디어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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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홈피의 기능
개척교회에서부터 대형교회까지
사실 그 동안의 ‘구, 크리스천 홈피’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가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였습

니다.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메인의 변형과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기능도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새롭게 선보이는 ‘홈피’는 대형교회가 이용하는
기능과 심미성을 미자립교회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온맘닷컴에서 시작하세요!

이제 온맘닷컴의 ‘홈피’가 개척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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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확장성, 연계성
홈피, 모바일웹, 팟캐스트, 어플, 스마트TV를 하나로
이미 온맘닷컴은 2011년부터 홈피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홈피와 연동되는 모바일 웹을 무료로 제공했습니
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모바일 웹과 어플이 홈피와 2중, 3중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영상을 모바일 웹과 어플에도 각각 업로
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력과 운영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콘텐츠는 PC, Mobile, Pad 더 나아가 Smart TV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One
Source Multi Device로 구현되어야 하고 소통되어야 합니다. 온맘닷컴의 새로운 ‘홈피’ 서비스도 One Source Multi Device의 구조로 형성될 것입
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지원
3분 만에 만들어진 홈피에 기본 내용이 채워져 있네!!
홈피 제작 시 가장 막막한 것은 ‘어떤 내용을 채우지?’와 ‘디자인을 바꿔보고 싶은데

적절한 디자인 소스가 없나?’입니다. 이제 포샵이 가능한 봉사자가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온맘닷컴 ‘홈피’ 서비스에서는 3분 만에 완성된 홈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이미 채워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디자인 소스와 유료로 제공되는
맞춤 디자인 소스로 원하시는 홈페이지를 최단 시간에 완성도 있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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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서비스
회원님의 PC를 함께 보며 상담
아직 컴퓨터에 익숙지 않거나 온맘닷컴 홈피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회원님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함께 화면을 보며 이용 방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 일에는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여 비용이 발생하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 무료
운영비만으로 홈피를 이용
홈피 제작 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제작비입니다. 2015년 9월 온맘닷컴 홈피 관계자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100만 원 이하의 비용을 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홈피 제작 시 투입되는 인력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30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온맘닷컴의 사명은 미자립교회도 미디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제작 방식이 아닌 카페 개설과 같은 웹빌더(웹 자동생성솔루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제작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온맘닷컴이 지난 10년간 해온 사역이며 누구보다 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 물론 디자인 소스를 소액으로 구입하시거나 맞춤 디자인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14 February 2017 9

타사와 견적 비교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설치 및 제작비가 300만
원(디자이너 1명 월급) 이상 소요되고 매월 호
스팅 비용이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은 마땅
합니다.
하지만 온맘닷컴은 홈페이지, 모바일웹 생성/
운영을 자동화 솔루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는 운영자가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자동화 솔루션이 저렴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유/무료)스킨과 맞춤 디자인을
지원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자인 만족도
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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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웹서버(파일, 사진)은 1Gb에 약 1,000장의 사진(1장 1Mb 기준)의 업로드가 가능하며,
미디어서버(영상, 음원)은 1Gb에 약 4건의 영상(30분 설교영상, 보통품질 기준)의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게시물 삭제 시 첨부파일도 함께 삭제되어 용량도 줄업듭니다.

※ 사이즈와 해상도에 따라 저장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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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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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

•

도우미 서비스

•

맞춤 디자인

스킨
홈페이지 디자인도 몇 번의 클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 스킨은 무료로 제공하며 트랜디한 디자인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스킨은 모듈화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직접 레이아웃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무료스킨과 유료스킨에 제공되는 기능은 차등합니다.)

http://basic-style.onm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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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lat-style01.onmam.com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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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서비스
만일 온맘닷컴 홈피 초기 작업이 어려우시다면 온맘닷컴 운영팀이 전화 혹은 이메일로 요청하신 내용을 대
신 처리해드립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틀간 요청사항을 대신 처리해드리며 비용은 10만원(VAT별도)이
발생합니다.
단, 도우미 서비스는 디지안 작업을 제외한 메뉴 구성, 페이지 정리, 메인 정리 등의 기본적인 셋업을 돕습니
다. 만일 디자인을 원하실 경우 다음장의 맞춤디자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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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디자인 1. 메인

※ 위 상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도 모든 수익을 신고하여 부가세를 할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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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디자인 2.서브

※ 위 상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도 모든 수익을 신고하여 부가세를 할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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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디자인 3.패키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me.onmam.com/service/design

※ 위 상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무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도 모든 수익을 신고하여 부가세를 할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 February 2017 18

온맘닷컴 홈피
http://home.onmam.com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Acts 1:8, 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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