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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N OMNI CHANNEL SOLUTION

본 문서는 엠몬스타의 자산으로 업무 담당자 외 열람 및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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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  Company
엠몬스타는 자체 특허 기술인 ‘엠몬 블록형 시스템’을 통해 낮은 구축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빠르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COMPANY NAME 엠몬스타 (M.MONSTAR)

FOUNDED 2017년 7월 (법인설립)

ORGANIZATION 7teams 보유 [기획 – 디자인 – UI/UX – 솔루션 – 기술지원 – 블록형 시스템 – 커스터마이징]

PRODUCT 엠몬솔루션 PRO(입점몰/자사몰) – SPECIAL(종합몰)

THE OTHER SERVICE M.SCM(모바일 SCM) – CSM(제휴 CS운영관리 시스템)

MAJOR CUSTOMERS 패션플러스, 더네이쳐홀딩스, 하고엘앤에프, 다이소몰, 스타일크루 외

MAJOR PARTNERS 클루커스, 다날인프라랩, 굿스플로, NHN다이퀘스트, MTS, KCP, 토스, KICC 외



레퍼런스 – SPECIAL 버전(종합몰) |  Company
대형 기업의 SI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검증한 솔루션입니다.

• 국내 최초 온라인 패션 쇼핑몰, 국내외 4천 여개의 유명 브랜드
를 운영하는 종합 패션 쇼핑몰

• 기획부터 디자인, 퍼블리싱, API 개선까지 전 영역에 걸쳐
쇼핑몰 웹과 모바일 신규 구축을 SPECIAL 버전으로 전환

• 연간 거래액 5,000억 이상

• MZ 세대를 위한 큐레이션 플랫폼
• 디자이너 브랜드, 스트릿 패션, 슈즈 등으로 구성된 패션 전문 쇼핑몰
• 최초 설계 및 기획부터 참여하여 맞춤 구축된 SPECIAL 버전 사용
• 연간 거래액 규모 300억 이상

패션플러스 스타일크루



• 라이징 패션 플랫폼
• 까다로운 안목으로 특별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담은 브랜드를 선별
• 기존 임대몰의 확장 한계로 인해 PRO 입점몰로 전환
• 연간 거래액 규모 500억 이상
• 고도몰에서 21년 9월 엠몬솔루션으로 전환

레퍼런스 – PRO 버전(입점몰) |  Company
대형 기업의 SI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검증한 솔루션입니다.

• 라이프 스타일 전문 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제품과 해외 명품을
통합한 입점몰을 소비자 패턴과 취향에 따른 상품 추천 제공

• 자사 브랜드 여러 쇼핑몰과 신규 입점 업체의 통합을 위해 PRO
입점몰로 전환

• 연간 거래액 규모 300억 이상
• 고도몰에서 22년 3월 엠몬솔루션으로 전환

엔스테이션 하고



SI 구축 · 컨설팅 · 운영 · 제휴 API 연동 구축 등 다년간의 기술 노하우를 검증하였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이미 엠몬솔루션을 사용 중입니다.

클라이언트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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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몬 블록형 시스템이란? / 국내 유일의 블록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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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온라인 진입 시 전문인력 없이 기획이 가능하며,
구축 기간을 최소화 하고 실패없이 바로 전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솔루션 기술력 및 편의성을 연구기술소를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미션 |  Solution

• 대형 SI솔루션은 왜 비용을 낮출 수 없을까?
• 임대몰처럼 바로 오픈이 가능할 수 있을까?
• 기획자 없이 리뉴얼 및 유지관리는 가능할까?
• 제약 없는 커스터마이징을 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까?
• 많은 제휴 업체와의 계약 단가를 낮출 방법이 있을까?
• 매출과 상관없이 종합몰 단가로 직접 계약이 가능할까?

엠몬솔루션이 자체 헤드리스 프레임워크로 해결했습니다.



기존이커머스구축환경 |  Solution
SI 구축의 전문성 및 단독 호스팅의 장점과 임대몰 구축의 합리적 구축 비용 및 기간의 장점을 합쳐, 
국내 최초의 블록 조합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라이선스기반중대형구축
(프론트커스터마이징)

낮은 초기 구축 비용 및 빠른 구축이 장점

스킨 구조로 개별 특화된 디자인 어려움

별도의 퍼블리싱이나 개발사 필요

통일된 제휴 서비스로 인한 높은 유지 비용

개별 커스터마이징 및 단독 호스팅 불가

SI 
(전체커스터마이징)

임대형자사쇼핑몰
(디자인스킨을통한구축시스템)

오래된 DB 구조로 모바일 구조에 취약함

커스터마이징은 가능 _ 안정성 및 속도 한계

구축 기간(6~9개월)이 길며, 개발비용이 높음

유지 보수 관리 및 리뉴얼 비용이 높음

종합몰의 다양한 기능 및 안정성 높음

자체 인력 전문 인력 필요

초기 구축비가 높고, 많은 개발 기간 필요

유지 보수 관리 및 리뉴얼 비용이 높음



PG 수수료(2.5%), CDN, SMS, 검색
엔진,  클라우드, 웹 방화벽 보안 등의
NO.1 제휴사의 할인된 ONE-STOP
서비스 지원

제휴서비스지원

1500가지 종합몰 만의 다양한
기능 구현 및 실 적용 검증

페이지 기능을 모듈화하여
별도 디자인, 개발 없이
모듈화된 블록을 조합하여 자동화 구축

단독 클라우드 호스팅을 통한
SI 솔루션과 동일한 주문, 결제 등
핵심 코어 커스터마이징 가능

PRO에서 서비스 확장 시, 
SPECIAL로 업그레이드 가능
(기존 DB를 유지하며 업그레이드 )   

지속적인 템플릿 업데이트를 통해
낮은 비용과 빠른 구축으로 사이트를
리뉴얼 할 수 있게 신규 기능 및 디자인
지원

엠몬 전문 기술지원팀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 서비스 제공
(별도 외주업체 소싱 부담 해결) 

모바일 SCM / CSM 
(고객서비스 매니저) 엠몬스타만의
특허 받은 부가솔루션 제공

11st, 옥션, G마켓, 롯데 ON 등 다양한
제휴사 API 직접 연동 모듈 지원

‘블록 장난감 레고’처럼 메인 프론트 디자인을 섹션 별 템플릿을 선택, 조합 가능한 헤드리스 솔루션 구조로
안정성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비용적 효율을 구현합니다.

엠몬솔루션구축환경 |  Solution

SI종합몰기능탑재

제휴API연동즉시연결

템플릿모듈화(블록) 핵심코어커스터마이징가능

부가솔루션

쉽고빠른업그레이드 리뉴얼편의제공 안정된유지관리



그 해답은엠몬솔루션입니다.

기존 이커머스 SI 솔루션과 임대몰 솔루션의 장점을 모두 제공하며, 구축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엠몬솔루션장점 |  Solution

빠른 구축 기간 (7일 이내)낮은 초기 구축 비용 시간제 쿠폰으로
투명한 개발 관리

라이선스를 통한
편리한 유지 관리



‘블록 장난감 레고’처럼 메인 프론트 디자인을 섹션 별 템플릿을 선택하여 조합 가능한 헤드리스 솔루션입니다.

엠몬블록형시스템이란? |  Solution

▪ 초기구축시매출및기업운영에맞는버전선택
- PRO(입점몰/자사몰) / SPECIAL(종합몰) 초간단

블록형 구축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기능 제어

- 기본 블록+유로블록 조합 및 구매를 통해 다양한 종합몰 기능을

조합하여 출시

템플릿 선택형 메인 구성

▪ 편리한리뉴얼구축시스템
- 홈페이지 유료블록 마켓에서 매달 출시되는 번들화된 종합몰의

특화 기능을 구매하고 즉시 적용하여 리뉴얼

-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은 개별 시간쿠폰을 구매하여

엠몬 커스터마이징 팀을 통해 투명하게 구축

엠몬 블록 구축시스템을 통해 안정된 초간단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비용 절감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디자인 제작 과정 필요없이, 제공되는 기본 블록을 조합하여 쇼핑몰 화면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섹션 별로 블록 타입을 결정해서 단일 또는 여러 개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국내유일의블록형시스템 |  Solution

메인 및 주요 페이지는 스킨 방식이 아닌 페이지 내 섹션 별로 디자인과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만으로 어드민 관리 메뉴까지 자동으로 생성되어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떼서

붙인다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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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블록 / 유료블록 소개 / 제휴서비스 / 부가솔루션(MSCM) / 부가솔루션(C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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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몬솔루션기능 |  Detail
법인 기업이 전문적인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엠몬솔루션은 검증된 SI 종합몰의 노하우와 엠몬스타만의 기술인 블록형 시스템(특허: 10-2021-0191236)을 통해
빠른 구축 및 초기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으로 법인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느리고 답답한 호스팅을 사용 중인 임대몰을 운영하며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전문 기업에게 제안합니다.

쉬운 업그레이드

쇼핑몰 성장에 따라
쉽고 빠르게 버전 업그
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안정적 DB 편리한 관리 블록형 시스템 유료블록 추가 커스터마이징

동시 접속 1천 명까지
가능한 DB 구조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솔루션 버전과 선택한
블록에 맞추어 관리자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전시는 물론 상품까지
다양한 블록을 조합하
여 쇼핑몰 제작이 가능
합니다.

다양한 유료블록을
골라 쇼핑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기능에 대해서는
맞춤 제작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VERSION
- PRO, SPECIAL

▪ UI
- Content "BLOCK"
- Page "TEMPLATE“

▪ Paid Options
▪ SI 추가 기능 (요구사항)

- 제휴서비스
- 부가솔루션

엠몬솔루션프로세스 |  Detail
뎁스 구조의 자동 세팅 가능한 디폴드 모듈, 확장된 기능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셀렉티드 모듈 및 추가 커스터마이징을 종합한 독립적 구성의 엠몬솔루션입니다.

Data Interface

Customer

Database

▪ UI(Front Admin)
Block, Template

▪ Paid Options
Front-End, 게시판, 간편 로그인, 결제, APP, API 엠몬솔루션, 
타사 솔루션

▪ Customize
Front-End, ERP, SI 추가 기능 (요구사항)

Selected Module

로그인/회원가입, 상품 브랜드, 주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이메일 템플릿
모듈형 템플릿 랭킹, 래플 등

Default Module

Front

1DEPTH

2DEPTH

3DEPTH

#상품관리

상품등록

#쇼핑몰관리

상품예약

#셀러관리

세트상품 묶음상품

상품조회 가격변경 상품쿠폰

+ α
+ α

+ α

Admin
Depth별 API 인터페이스 연결을 통한 확장 및 자동 세팅 구조 설계

클라우드 서버
자동 세팅

엠몬솔루션 버전

PRO SPECIAL

Front(공통) + SELECT   
+ 커스터마이징

+ Mobile, PC, WEB

ADMIN 
(최고관리자)

Seller Admin1 Seller Admin1

Seller Admin2

자동 구조 생성 _ 
선택형 업그레이드 구조

제휴서비스

모바일SCM

CSM(제휴사
CS관리 플랫폼)

+

+

+
PG 모듈 (KCP,KICC외)

CDN/MTS(문자)/보안

검색엔진 (다이퀘스트)

외부 쇼핑몰 (11st/ 지마켓 외)

SNS (인스타그램 외)

M.MON기반 타 쇼핑몰

부가솔루션



엠몬솔루션구조 |  Detail
헤드리스 및 플러그 앤 플레이(PnP) 구조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솔루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통합되어 있어 수정 및 확장이
어려웠으나, 엠몬솔루션은 복잡한 SI 종합몰의 기능을 각각 모듈화하여
다양한 연결만 하면 쉽게 확장할 수 있고, 다양한 채널에 맞게
빠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메인 및 주요 페이지는 스킨 방식이 아닌 페이지 내 섹션 별로 디자인과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만으로 어드민 관리 메뉴까지 자동으로
생성되어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엠몬솔루션 블록마켓을 이용하여 복잡한 기획, 디자인, 개발을
거치지 않고 블록을 구입하여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페이지를 바꿀 수 있어, 운영자가 편리하게 리뉴얼을 할 수 있습니다.



엠몬솔루션버전 |  Detail
엠몬솔루션을 기업의 온라인 매출 및 정책에 따라 버전을 선택하고, 이후 기업에 NEEDS에 맞는 버전을 구입하여,
자사몰에서 종합몰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젠 새로 데이터를 이전하지 않고 확장해보세요.

SPECIALPRO

자사 브랜드 외에 여러 브랜드가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입점몰

버전 : 셀러어드민 제공

여러 브랜드 외에 대형벤더가

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종합몰

버전 : 셀러어드민과

대형벤더 어드민 제공



기본블록소개 |  Detail
초기 구축비에 포함된 메인 전체 디자인에 제공되는 블록입니다.
엠몬솔루션의 모든 블록은 매달 출시되며, 향후 리뉴얼 시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너 타입 템플릿 ] [ 상품 타입 템플릿 ] [ 조합형 타입 템플릿 ]



유료블록소개 |  Detail
유료블록을 통해 특화된 종합몰의 기능을 번들용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며, 합리적 비용과 빠른 구축 기간으로
종합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자체페이 랭킹 타임딜

여러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빠르게 결제가 가능

다양한 기준의 상품 랭킹 및

브랜드 랭킹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한눈에 확인 가능

메인 페이지에 타임딜 배너 노출하여

할인율 강조, 매출 증대 가능



매거진

상품은 물론 디자이너, 브랜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잡지 형식으로 전시하는

서비스

API 연동

자사 쇼핑몰과 제휴쇼핑몰 연동 API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엠몬 API 

엔진을 통해 상품, 주문, CS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연동 지원하는 서비스

다수의 회원에게 응모를 받은 후

당첨자에게 URL을 통해 구매 기회가

주어지는 이벤트 기능

래플

유료블록소개 |  Detail
유료블록을 통해 특화된 종합몰의 기능을 번들용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며, 합리적 비용과 빠른 구축 기간으로
종합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관리자어드민 |  Detail
대형 종합몰의 풍부한 운영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소의 인원이 최대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쿠폰기능

1차 쿠폰 / 중복 쿠폰 / 심야할인 / 즉시할인 / 

네이버EP쿠폰 / 자동발행쿠폰 / 수동발급 / 

페이퍼 쿠폰 / 제휴 API쿠폰 설정 외

편리한전시관리및통계

기획전 / 이벤트 / 매거진 / 래플 / 공동구매 외

매출코드 기준으로 설계된 통계기능

(네이버 / 모바일 / MKT등 코드 별 유입확인)



관리자어드민 |  Detail
대형 종합몰의 풍부한 운영과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소의 인원이 최대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관리편리함

주문, 배송, 1:1문의 등 모든 페이지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면 한눈에 히스토리 파악

협력사 CS이관 기능을 통한 컴플레인 해결

커스터마이징이가능한구조

원하는 어드민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엠몬 모듈을 외부 제휴API와 편리한 연동



PG
(KCP, KICC, NICE, TOSS 외)

쇼핑몰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연동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CDN
(다날 인프라랩)

알림톡 /  SMS
(MTS 문자 및 카카오)

굿스플로
(배송조회)

검색엔진
(다이버6 기반 엠몬 빅데이터)

클라우드
(AWS - 아마존 웹 서비스)

웹 페이지에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발생되는
불편한 지연 시간을 감소
시킴

문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발송 실패 시 SMS로
전환 발송

택배사와 개별 연동 없이
한 번에 연동하여 배송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전체 상품 대상 검색 및
인기 검색어 노출, 자동
완성, 연관 카테고리/
검색어 추천, 검색 결과
자동변환 기능을 제공

전세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 200개 이상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수수료율 3.5% 
→ 2.5% 혜택

100메가당 3,500원
→ 2,900원 혜택

카카오톡 알림톡 6.7원
→ 4.7원 혜택

1백만 원 20,000건
→ 22,000건 혜택

타사 4천만 원
→ 무상제공 혜택

저렴한 비용으로 오토스
케일링, RES 제공

제휴서비스를 통해 매출액과 상관없이 종합몰 수준의 계약을 지원하며, 
직접 계약으로 향후 수수료 조정 및 이관 시 계약조건 유지가 가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서비스 |  Detail
임대몰의 일방적인 제공 단가가 아닌 국내 NO.1 제휴업체와 엠몬스타를 통해 할인된 기업 단가로 다이렉트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무료



부가솔루션 - M.SCM |  Detail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솔루션입니다.

검증된시스템

현재 패션플러스 아울렛 전용관 약 8천개
매장에서 사용중인 검증된 시스템

간편하고빠른상품등록

매장 상품을 바로 촬영하여
등록 후 판매 가능

다양한기능

상품 촬영 및 등록만 가능한 타사 서비스와
달리 상품 관련 업무 처리까지 가능



부가솔루션 - CSM |  Detail
CS팀을 위한 신속하고 순조로운 고객 관리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신속한대응

복잡한 문제나 요청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 가능

순조로운의사소통

고객의 히스토리를 통한 순조롭고
유연한 소통이 가능

편리한운영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로
관리자도 편리한 고객 관리



Build up
구축 프로세스 / 신규 구축 비용 / 라이선스(유지관리) / 커스터마이징(선택사항) / 제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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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프로세스 |  Build up
초기 구축 시 단계별 프로세스 제공
엠몬 홈페이지를 통해 구축 사항 및 클라이언트의 준비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솔루션버전선택 기본블록조합 유료특화기능
블록선택

추가커스터마이징
진행여부결정

컨설팅

솔루션 정책 및 요건
설명 최종 요건 정의
및 견적 확정

계약확정

계약서 작성, 계약 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축 진행

STEP 7. STEP 8. STEP 9. STEP 10.

외부모듈계약 추가커스터마이징개발 QA 및검수요청 OPEN

컨설팅 단계에서 확정된 내용 기준
개발

기본 모듈 및 추가 기능
QA  테스트 후 검수 요청

검수 확인 후 오픈엠몬스타가 계약 대행하는
모듈은 전자 계약으로 진행
그 외 모듈은 고객 직접 계약 필요

PRO, SPECIAL 진행 시 요건 및 견적
산출



신규구축비용 |  Build up
입점몰/자사몰 기반의 PRO, 종합몰 기반의 SPECIAL 버전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나보세요
엠몬솔루션은 어드민,프론트,APP 출시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된 단가입니다. 

항목 PRO SPECIAL 비 고

초기 구축비용
(APP 출시 포함) 2억 원 무료 10억 원 무료 디자인 및 구축 등

(오픈을 위한 전반적 설계)

유료블록 선택된 유료블록 개별 비용

커스터마이징 별도 산출 견적
별도 계약 가능

시간제 쿠폰 가능

데이터이전 요구 범위 확인 후 비용 산출 초기 비용 합계에 포함

검색엔진 엠몬솔루션內무상 지원 다이버6 기반 엠몬 빅데이터 검색엔진

초기 비용 합계 유료블록 + 커스터마이징 + 데이터이전비



라이선스(유지관리) |  Build up
매달 지출되는 고비용의 유지보수를 엠몬솔루션 라이선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엠몬솔루션은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구분 항목 PRO SPECIAL 비 고

라이선스

전체
월 800만 원

(5년 의무 약정)
월 1200만 원

(5년 의무 약정)
구축 시 약정가입 / 약정종료후 소유권 이전

엠몬솔루션 내부 형상 관리, 보안패치, 자체 API 보안패치

외부 제휴 모듈

- 크롬 브라우저 정책 업데이트
- 간편로그인 보안 패치 지원(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 PG 보안 패치 지원
- 휴대폰 본인인증 보안 패치 지원
- 알림톡 API 보안 패치 지원

기타

- 개별 커스터마이징 항목은 제외
- 엠몬솔루션과 제휴업체 대상의 서비스 패치 지원

(PG / 본인인증 / 알림톡 서비스)
- 라이선스는 소유권 이전 후에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 가능

솔루션 형상관리 및 보안 패치



매달 지출되는 고비용의 유지보수를 엠몬솔루션 라이선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엠몬솔루션은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솔루션 형상관리 및 보안 패치

라이선스(유지관리) |  Build up

[엠몬솔루션 출시 이벤트]

구분 항목 PRO SPECIAL 비 고

라이선스

전체 월 800만 원 500만 원
(5년 의무 약정)

월 1200만 원 800만 원
(5년 의무 약정)

구축 시 약정가입 / 약정종료후 소유권 이전

엠몬솔루션 내부 형상 관리, 보안패치, 자체 API 보안패치

외부 제휴 모듈

- 크롬 브라우저 정책 업데이트
- 간편로그인 보안 패치 지원(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 PG 보안 패치 지원
- 휴대폰 본인인증 보안 패치 지원
- 알림톡 API 보안 패치 지원

기타

- 개별 커스터마이징 항목은 제외
- 엠몬솔루션과 제휴업체 대상의 서비스 패치 지원

(PG / 본인인증 / 알림톡 서비스)
- 라이선스는 소유권 이전 후에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 가능

라이선스 2023.01까지
기업 상생 이벤트 할인

37%
EVENT

33%
EVENT



구축 이후 커스터마이징 상품

커스터마이징(선택사항) |  Build up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만들 경우 시간제 쿠폰 또는 단발성 별도 계약을 통해 개발이 가능합니다.
월 고정비 계약없이 시간제 쿠폰을 구매하여 원하는 기능을 신청하면, 엠몬 커스터마이징팀이 구축시간을 안내드립니다.
클라이언트 컨펌 시 즉시 구축을 실행합니다.

전담인원(월정액)
시간제 쿠폰

별도 계약

▪ 100시간 / 200시간 상품

→ 430만원 / 800만원(7% 할인)

시간제쿠폰

▪ 견적 의뢰

▪ 견적 산출 후 계약 진행

별도계약

▪ 최소 단위 0.5M/M(70시간) 300만원부터 가능

▪ 연 단위 계약 진행

전담인원(월정액)



제휴혜택 |  Build up
더 할인된 금액으로, 더 확대된 혜택으로 엠몬솔루션 제휴를 만나보세요.
엠몬 제휴 업체는 그동안의 SI솔루션 구축 시 제공하던 단가를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엠몬솔루션 도입 기업에게 그 혜택을 주도록 제휴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휴사명 기존 제공 엠몬 혜택(별도 계약가능) 비 고

PG 서비스

쇼핑몰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연동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ICC
NHN KCP

NICE 정보통신
KG 이니시스

TOSS 페이먼츠
PAYJOA

가입비 유료 / 수수료 3.5 % 가입비 무료 / 수수료 2.5%
선택 및 개별 가입가능

(엠몬스타 서비스 필수不)

CDN
웹 페이지에 완전히 로딩되기 전에 발생하는 불편한 지연 시간은 감소시킵니다.

다날인프라랩 100메가당 3,500원 100메가당 2,900원 http://www.infralab.net/

서버 클라우드(AWS)
Amazon Web Services(AWS)는 200개 이상의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루커스 웹서버 자동 증식, 예측 가능 성능 유지 기능 제공 https://www.cloocus.com/

알림톡/SMS

문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발송 실패 시, SMS로 전환 발송됩니다.

엠티에스컴퍼니

카카오톡 알림톡 6.7원/
친구톡(TXT/IMG)13.5/19.5원

문자 SMS 9.7원 / LMS 25.8원 / 
MMS 62원

카카오톡 알림톡 4.7원/
친구톡(TXT/IMG)11.5/17.5원

문자 SMS 7.7원 / LMS 23.8원 / 
MMS 60원

http://www.mtsco.co.kr/



제휴혜택 |  Build up

구분 제휴사명 기존 제공 엠몬 혜택(별도 계약가능) 비 고

검색엔진

전체 상품 대상 검색 및 인기 검색어 노출, 자동완성, 연관 카테고리 추천,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결과 자동변환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종합몰에서 사용하는 검색엔진을 엠몬솔루션 사용 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NHN 다이퀘스트
4천만 원

(다이버6 기반 엠몬 빅데이터 검색엔진) 엠몬솔루션內무상지원 https://www.diquest.com/

배송/반품

택배사와 개별 연동 없이 한 번에 연동하여 배송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굿스플로

1~20,000건 : 1백만원
1~40,000건 : 180만원
1~60,000건 : 250만원
1~80,000건 : 320만원

1~22,000건 : 1백만원
1~44,000건 : 180만원
1~66,000건 : 250만원
1~88,000건 : 320만원

https://www.goodsflow.com/

웹방화벽

웹 소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방화벽으로 웹 기반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딥파인더 사용료 10만원/월
사용료 9만원/월(10% 할인)

(엠몬스타 계약 조건)
https://www.eyeonsecurity.co.kr/

더 할인된 금액으로, 더 확대된 혜택으로 엠몬솔루션 제휴를 만나보세요.
엠몬 제휴 업체는 그동안의 SI솔루션 구축 시 제공하던 단가를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엠몬솔루션 도입 기업에게 그 혜택을 주도록 제휴되어 있습니다. 



엠몬스타블록형솔루션출시

엠몬솔루션 블록 마켓 및 마이페이지에서 구매 및 조합이 가능합니다.

1:1 문의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전문 컨설팅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monstar.co.kr

엠몬솔루션 마이페이지의 블록 조합 마켓은 23년 3월 출시 예정



Contact

본 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 11, 
판교이노베이션랩 지식산업센터 601~4호

tel 031-8023-9666

fax 031-8023-9667

email mmonstar@mmonstar.co.kr 

엠몬솔루션 구축 컨설팅 : 본부장 정정호

기술지원 : CTO 이희승

031-8023-9666

주소

상담문의



THANKS VERY MUCH
M.MON OMNI CHANNEL SOLUTION

본 문서는 엠몬스타의 자산으로 업무 담당자 외 열람 및 외부 유출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