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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MONKEY SOFT INC. 2020

㈜몽키소프트는
프로그래밍을 업으로 삼은 장인들이 모인 기업입니다.
고객의 만족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만든다는 정신으로
고객만족 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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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요

전자상거래
솔루션

몽키소프트의 이커머스 솔루션
<SilkRoad>

쇼핑몰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모여있는 통합 전자상거래
솔루션입니다.



01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요

<SilkRoad>

온라인 판매가 어려우신 분들

사이트 리뉴얼이 필요하신 분들

각종 기획전/딜 특가전의 사이트
도입을 고려중이신 분들

인건비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

간단하게 여러 쇼핑몰에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

쇼핑몰별 개별 정산에 지치신 분들

실크로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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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Road>
전자상거래 솔루션사용자/관리자 화면

통합 관리
상품/전시관리 및
프로모션 통합 관리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사용자 화면과 관리자 화면의
모든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 상품 및 전시 관리는 물론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타임세일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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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Road 솔루션에 대해 SilkRoad의 메인 기능 및 화면

쇼핑몰통합관리에용이한통합솔루션

SilkRoad 전자상거래 솔루션은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상품전시, 프로모션,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등의 기능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통합 솔루션 입니다.

e-gov 프레임워크로 제작되어있어,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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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화면, 관리자화면의통합 관리

SilkRoad 전자상거래 솔루션은
사용자용 화면과 관리자용 화면을 같이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쇼핑몰의 상품, 회원, 프로모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 화면> <관리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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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사용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제공

Webview 기반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 제공

iOS, Android 동시 사용 가능한
환경(Flutter 기반)으로 구축



한국의 시스템환경에 맞춤
eGov 프레임워크 기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SilkRoad>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Java로 구성

01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요

eGov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뛰어난 유연성 및 연계성

2019년 프로그래머스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1위는
자바 (Java)

자바로 구성된
<SilkRoad> 솔루션은
유지보수 및 확장성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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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및 보유하고있는 ERP와
쇼핑몰데이터의연동

보유하고 있는 ERP의 구성에 맞춤형 적용

동기화

쇼핑몰서버 ERP서버

상황별, 날짜별, 일자별 동기화 프로세스 및
특정기능 수행 가능

사방넷과 같은 쇼핑몰 통합관리 시스템 연동가능



BI 연동
BI(Business Intelligence)와
연동을 통한 통계적 분석 가능

주 구매계층 분석 및
사용자의 이용 플랫폼 분석

01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요

마케팅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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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전시관리



SilkRoad의 상품전시 SilkRoad 솔루션의 상품전시 화면

사진/영상포맷도 OK
사용자와관리자입장모두최적화된
<SilkRoad>의상품전시화면

여성/남성/악세서리/라이프 등 필요한 메뉴 구분 가능

기획전, 트렌딩 키워드 등 프로모션 노출도
자유자재로 설정 가능

02 상품/전시관리

상품에 마우스 롤오버 시 상품상세 추가 이미지 출력



SilkRoad의 상품전시 상품상세 화면

02 상품/전시관리

사진/영상포맷도 OK
사용자와관리자입장모두최적화된
<SilkRoad>의상품전시화면

여성/남성/악세서리/라이프 등 필요한 메뉴 구분 가능

기획전, 트렌딩 키워드 등 프로모션 노출도
자유자재로 설정 가능

상품에 마우스 롤오버 시 상품상세 추가 이미지 출력



02 상품/전시관리

#태그_연동_관리
모든 상품 및 컨텐츠가 태그로 연동되고 관리됨

희망태그

#검색에_유리
#운영_관리_용이
#상품_추천기능

01
설정한 태그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상품 정보 제공,
희망태그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

02
태그 단위로 상품 검색 가능
사용자 선호 분석 및 상품 관리에도 용이

03
사용자가 등록한 태그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가능



03
프로모션 관리



03 프로모션 관리

OOTD
기획전, 타임세일, 신상품 등
쇼핑몰의 주요 기능을 하나로!

#OOTD 
#Outfit_Of_The_Day
#전자상거래 #SilkRoad

오늘의피드 기능제공

오늘 가장 눈여겨볼만한 상품 및
프로모션 등을 한 페이지에 보여줍니다.



채널ON
영상으로
상품 홍보가 가능한 페이지

#채널ON #전자상거래
#SilkRoad

S급상품의홍보 / 유명인의영상 등의
홍보목적으로활용가능

관리자가 에디터로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 텍스트 삽입 가능

03 프로모션 관리



셀러픽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컨텐츠가
통합 제공되는 페이지

#셀러픽 #전자상거래
#SilkRoad

셀러의상품 등록및 상품카테고리와의매칭
셀러픽상품에대해좋아요선택 가능

핀터레스트 형식으로 상품 노출
이미지, 동영상, 상품 업로드 가능

03 프로모션 관리



타임특가 기능
설정시간 내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성 상품 판매기능

#타임세일 #전자상거래
#SilkRoad

시간설정 및
상품노출 페이지 설정가능

03 프로모션 관리

추가 할인율 설정가능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효과적인 상품 마케팅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프로그램 연동

03 프로모션 관리

특정유저 라이브 스트리밍
권한관리

스트리밍 페이지에서
지정상품 바로 구매 기능 제공

대규모 트래픽 송출을 위한
Horizontal Scaling
환경 적용



04
회원관리



SilkRoad의 회원관리 회원관리의 기능을 하나로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상품리뷰등
쇼핑몰에필요한회원관리기능

쇼핑몰에 가입된 회원의 기본 주문정보 외에도
재입고알림, 상품리뷰, 마이핏관리, 쿠폰 및 포인트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04 회원관리



회원가입 메뉴 회원관리의 기능을 하나로

제휴사, 입점사회원가입은물론
온/오프라인통합회원전환기능까지

인증방식에 따라 일반/제휴사/입점사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며, SNS 회원가입 및 온오프라인 통합 회원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04 회원관리



ID/비밀번호 찾기 회원관리의 기능을 하나로

휴대폰/아이핀인증을통한
ID 및 비밀번호찾기기능제공

SNS 계정으로 가입된 회원의 경우에도 인증 후
ID 및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04 회원관리



알림톡 및 SMS 회원관리의 기능을 하나로

보유한알림톡솔루션연동및 적용

상품담당자 및 사용자에게 상황별 알림톡 송신기능 제공

04 회원관리

쇼핑몰관리자의 입점몰의 업무공유요청 메시지 송신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는 SMS로 변환되어 송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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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http://monkey-so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