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

샵링커로 
온라인 판매가
쉽고 편해집니다



복잡하고 반복적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관리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지 고민되십니까?

200여 개 쇼핑몰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시간, 비용, 일손이 확 줄어듭니다

편리하고
가성비 좋고
믿을 수 있는
샵링커를 써보세요



• 대한민국 최고의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 200여 개 연동 쇼핑몰 지원
• 4,200여 고객사 사용

• 해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 11개국 25개 쇼핑몰 지원

• 중/대기업형 고객사 쇼핑몰 연동 구축
• 고객사 니즈에 따른 맞춤형 통합관리 자동화 개발

• 국내 판매대행
• 해외 판매대행

• 중/소 고객사에 적합한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 쉽고 편한 사용과 부담 없는 이용요금
• 오픈마켓 등 30여 개 연동 쇼핑몰 지원

샵링커

샵링커G

샵링커 API

e-세일즈맨 서비스

이지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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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쇼핑몰 업무를 단일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사업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수 많은 상품을 
수 많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반복적인 쇼핑몰 
업무를 벗어나 

시간, 비용, 일손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자 

상품 대량등록과 
주문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효율적인 
배송, 재고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는 
상품등록, 주문수집, 재고관리, 배송처리, 고객문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RP, SAP, WMS 연동 및  SKU 컨트롤과 API 개발까지
- 17년 노하우가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성  

SOLUTION

오픈마켓 소셜 종합몰 홈쇼핑 백화점 전문몰 호스팅

총 200여 개 쇼핑몰 연동

C olor Y our Days

(2021년 현재)

샵링커는 온라인 셀러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주요 연동 쇼핑몰

샵링커



구   분 서비스명 월 이용료 비   고

자동화 서비스

주문수집 자동화 50,000원 쇼핑몰 신규주문 자동 수집

송장전송 자동화 50,000원 송장정보 쇼핑몰 자동 전송

클레임/문의수집 자동화 50,000원 클레임/문의 자동 수집

택배연동 자동화 50,000원 송장 자동발번 및 출력 지원

자동화 통합 패키지 100,000원 자동화 4종 서비스 통합 이용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링커 30,000원 일일 판매현황 및 정산현황

구   분 Par Birdie Eagle Albatross Hole in One Champion Grand Slam

지원 쇼핑몰 오픈마켓 + 소셜 전체 지원몰

월 이용료 12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입비 - 5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쇼핑몰 ID 10개 20개 50개 100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매입처 ID 10개 30개 협의

쇼핑몰 상품 등록 월 3,000건 월 6,000건 월 12,000건 월 30,000건 월 60,000건 월 90,000건 월 120,000건

주문 수집 월 3,000건 월 8,000건 월 20,000건 월 40,000건 월 100,000건 월 200,000건 월 400,000건

원상품 10,000건 20,000건 협의

SKU 지원 × × × ○ ○ ○ ○

무료 제공 -

SMS 월 100건
주문수집 자동화

SMS 월 300건
주문수집 자동화
송장전송 자동화

SMS 월 500건
주문수집 자동화
송장전송 자동화

데이터링커

SMS 월 1,000건
모든 부가서비스

SMS 월 2,000건
모든 부가서비스

SMS 월 2,000건
모든 부가서비스

특이사항
단독형 서버필수
(비용추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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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링커 요금제 안내

- 각 버전별 기본 제공 건수 초과 시 버전 업그레이드 가능
- 6개월 이상 선납 계약 시 가입비 면제 (선납 6개월 10% 할인, 선납 12개월 20% 할인)

(VAT 별도)

(VAT 별도)

Hole in One 요금제

부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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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링커 API
-

주문/재고정보 연동

온라인 쇼핑몰
-

샵링커 전체 지원몰

고객사 시스템
-

자사몰, ERP, SAP, WMS 등

도입 전 : 단계별  수동 처리

도입 후 : 업무 자동화

쇼핑몰 주문 자동 처리

- 쇼핑몰 주문수집 및 물류코드 매칭 
- 주문 데이터 물류시스템 전송
- 송장 정보 쇼핑몰 전송 

- 상기 예시는 샵링커 SKU가 적용된 사례이며, 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샵링커 SKU는 통합 재고 관리를 위하여 특화된 버전입니다.

- SKU 단위 재고 차감
- 전 쇼핑몰 재고 일괄 전송

상품 발송 쇼핑몰 재고 자동 관리 

쇼핑몰
주문 수집

주문 정보
가공 물류 등록 쇼핑몰

송장 등록 상품 발송 각 쇼핑몰
재고 수정

자사 쇼핑몰에 샵링커 기능을 연결하면 워크플로우가 개선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더 많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샵링커 API가 만들어 드립니다.   

SOLUTION

샵링커 API

쇼핑몰 관리 프로세스 개선 효과 (활용 예시)

서비스 구성



 

구   분 Albatross Hole in One Champion Grand Slam 비   고

지원 쇼핑몰 전체 샵링커 지원몰 종합몰 포함

API 라이센스 500만원 초기 1회 납부

월 이용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입비 100만원 면제 면제 면제

쇼핑몰 ID 100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매입처 ID 협의

쇼핑몰 상품 등록 월 30,000건 월 60,000건 월 90,000건 월 120,000건

주문 수집 월 40,000건 월 100,000건 월 200,000건 월 400,000건

원상품 협의

특이사항
단독형 서버필수
(비용추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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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맞춤형 API 개발 및 대용량 연동 지원 시 별도 협의
- 샵링커 API 도입을 원하는 고객사는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02-2175-7227)

(VAT 별도)

샵링커 API 요금제 안내

(2021년 현재)

API 도입 주요 고객사

API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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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위너는 중소형 온라인 셀러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이지위너 
모든 판매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쉽고 편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기능, 이용요금까지 모든 부문을 최적화 한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입니다.

SOLUTION

처음 상품을 등록하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지금 판매 중인 상품을
한 번에 가져오세요. 

더 이상 하나씩 등록하고 
수정하지 마세요.

모든 쇼핑몰의 상품을
한 번에 관리하세요. 

주문이 늘어날수록
쌓여 가는 스트레스,

이제 발주와 송장 처리도
한 번에 끝내세요. 

사용이 쉬워요
딱 20분만 살펴보면
바로 상품등록 가능

사용이 편리해요
한번에 상품등록

강력한 자동화 기능
업무 효율은 몇 배
이용 요금은 절반

가성비가 뛰어나요

판매 중 상품 가져오기 쇼핑몰 상품 일괄 등록/수정 주문 및 클레임 통합관리

이지위너 문의   ㅣ   easywinner@nemo-c.com
  홈페이지   ㅣ   www.easywinner.co.kr

이지위너

이지위너는 사용이 쉬운 솔루션입니다 

주요 기능



구   분 자동화 서비스 송장자동출력 데이터링커

월 이용료 50,000원 50,000원 30,000원

구   분 Smile Happy Merry Joy Exciting

월 이용료 39,000원 79,000원 99,000원 149,000원 349,000원

가입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쇼핑몰 ID 4개 8개 12개 20개 50개 

쇼핑몰 상품 등록 통합 
2,000건

통합 
6,000건

통합 
9,000건

통합
 20,000건

통합 
50,000건주문 수집

상품 DB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상품 수정

사용자 ID 3개 6개 9개 15개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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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위너 요금제 안내

 -  6개월 선납 시 5% 할인, 12개월 선납 시 10% 할인 적용

- 자동화 서비스 : 주문·클레임·문의 수집 및 송장전송 자동 스케줄 서비스

- 이지위너의 연동 쇼핑몰은 계속 추가 됩니다.

(VAT 별도)

(2021년 현재)

연동 쇼핑몰

(VAT 별도)

이지위너 요금제

부가 서비스

C olor Y our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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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어렵고 잘 안된다면, e -세일즈맨 판매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상품등록부터 주문관리까지 고객의 제품을 제대로 판매해 드립니다.

SOLUTION

단기간에 10개 이상
쇼핑몰에 동시 판매

샵링커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 관리

게시판 관리 및
고객 응대 서비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기업

상품의 제조, 공급은 원활한데
 판매가 쉽지 않은 기업

온라인 판매관리를 
자기 일처럼 성실히 

수행해 줄 인력이 필요한 기업

e-세일즈맨 서비스(국내)

국내 판매대행

e -세일즈맨이 해결해 드립니다



구   분 Business Class First Class

요금제 설명
의뢰받은 상품을 네모커머스 계정으로 

판매하는 판매대행 방식 
(온라인 판매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를 사용)

의뢰받은 상품을 의뢰한 기업계정으로 
판매하는 운영대행 방식 

(온라인 판매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를 사용)

계약기간
6개월 or 1년 

(기간 택일, 계약조건 동일)
 1년 

이용료

세팅비 : 100만원 (최초 가입 시 1회 한함)
상품정보 관리비 : 월 10만원
판매 수수료 : 25% (쇼핑몰 수수료 포함)

세팅비: 100만원 (최초 가입 시 1회 한함)
운영비 : 쇼핑몰당 30만원 (지원 가능 쇼핑몰 기준)
상품등록: 100개 무료 (100개 초과 시 별도 협의)
※ 월 매출 3억 초과 시 판매금액의 0.5% 판매 수수료 발생 

지원 쇼핑몰 10개 이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10개의 지원 쇼핑몰 중 선택

제공 서비스

• 샵링커 관리 계정 제공
• 전월 판매량에 기초한 통계자료 제공
• 쇼핑몰 통합 정산관리
• 쇼핑몰 고객 응대

• 샵링커 관리 계정 세팅
• 상품 DB 이관 및 관리
• 출고를 제외한 쇼핑몰 계정 운영대행
• 쇼핑몰 고객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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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2021년 현재)

C olor Y our Days

국내 판매대행 지원 쇼핑몰

국내 판매대행 요금제

국내 판매대행 문의

전화문의   02 - 2175 - 7220                           대표메일   commerce@nemo-c.com
                02 - 2175 - 7228
                02 - 2175 - 7270

- 위탁배송 선택가능(비용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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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팔고 싶은데 어렵다면, e-세일즈맨 판매전문가에 맡겨주세요.
입점, 상품등록, 주문수집, 배송, 번역까지 해외 판매전문가가 직접 담당하고
제대로 판매해 드립니다.

SOLUTION

미국, 일본, 싱가폴 등 
주요 국가 해외 쇼핑몰 입점

국내 유일 해외 쇼핑몰 관리 솔루션 
샵링커G를 이용한 쉽고 편리한 

상품 및 주문관리

부가 서비스 
번역, 위탁배송

상품 이미지 구성

해외 쇼핑몰 판매 
경험이 없는 기업

해외 쇼핑몰에 진출했지만 
판매가 부진한 기업

외국어 소통이 부담스러워 
해외 쇼핑몰 진출을

 주저하는 기업

e-세일즈맨 서비스(해외)

해외 판매대행

e -세일즈맨이 해결해 드립니다



구   분 차마고도 실크로드

요금제 설명
의뢰받은 상품을 의뢰받은 기업의 

해외 쇼핑몰 계정으로 판매하는 운영대행 방식 
(해외 온라인 판매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G 사용)

의뢰받은 상품을 지정된 국가의 쇼핑몰에
 네모커머스 계정으로 판매하는 판매대행 방식 

(해외 온라인 판매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G 사용)

계약기간 1년  1년 

이용료
세팅비 : 없음
상품정보 관리비 : 월 100만원 (계정당)
판매 수수료 : 10% (해외 쇼핑몰에서 부과되는 수수료 별도)

세팅비 :  100만원 (최초 가입 시 1회 한함)
※ 공급가는 양사 합의 후 업무 진행
     판매가는 네모커머스가 결정

지원 쇼핑몰 양사 협의로 결정 양사 협의로 결정

제공 서비스
• 번역 : 건당 5만원 (상품 1품목당)
• 디자인 : 건당 3만원 (번역본 디자인 변환)
• 위탁배송 : 건당 3,000원(실 해외 배송비 별도) 

• 번역 : 건당 5만원 (상품 1품목당)
• 디자인 : 건당 3만원 (번역본 디자인 변환)
• 위탁배송 : 건당 3,000원(실 해외 배송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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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별도)

(2021년 현재)

해외 판매대행 문의

전화문의   02 - 2175 - 7278                           대표메일   global@nemo-c.com
                02 - 2175 - 7281

해외 판매대행 주요 고객사

해외 판매대행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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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링커G 설정 쇼핑몰 배포상품 리스트 준비

· 상품 설명
· 사진
· 가격
※ 샵링커 상품 이관 기능

※  샵링커 상품 이관 기능
      기존 샵링커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샵링커 상품DB를 샵링커G로 이관하여 해외 쇼핑몰로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상품 등록
· 상품정보 입력
· 판매가격 설정
· 재고수량 설정

· 쇼핑몰별 계정정보
· 카테고리 매핑
· 템플릿 정보
· 해외배송사 설정

· 상품 자동 등록
· 상품 수정
· 가격정보 변경

· 주문정보 수집
· 배송정보 등록
· 송장등록

상품 등록 주문 처리

여러 해외 쇼핑몰 
주문을 통합 처리 

해외 쇼핑몰
주문수집

엑셀을 통한 대량등록 기능으로
편리한 상품목록 관리

해외 쇼핑몰 
상품등록

DHL, FedEx, Q익스프레스 등
배송 진행 확인

실시간
해외 배송 추적

샵링커 사용자에 한함

국내 샵링커 상품을
해외 쇼핑몰에 등록

샵링커G는 해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입니다.
샵링커G를 이용하면 11개국 25개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등록, 주문수집, 
송장전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해외 판매가 쉽고 간단해집니다.

SOLUTION

주요 기능

샵링커G

이용 프로세스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02-2175-7278 또는 global@nemo-c.com으로 고객사 정보 이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링커G로 이관한 해당 상품의 상세설명, 상품명, 판매국가 가격설정 등의 기본 정보 번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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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MA

지원 쇼핑몰
11개국 25개국 쇼핑몰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기본 사용료 월 10만원

이용료
연동 수 건당 100원

쇼핑몰 상품등록 건 수, 주문수집 건 수 각 1건당 100원

쇼핑몰 ID
기본 5개 제공

ID 추가 시 1개당 3만원 추가/월

(VAT 별도)

샵링커G 홈페이지 :  www.shoplinkerg.com

02-2175-7278
global@nemo-c.com

샵링커G 문의

세계로 나아가는 샵링커G의 해외 연동 쇼핑몰

샵링커G 이용 문의

샵링커G 이용요금 안내

샵링커G 요금



월 이용료 30,000원

데이터링커는 AI와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고객 맞춤형 판매 분석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14

1. 판매 현황 분석 데이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판매전략 수립

어제의 매출 점검

시간대별, 요일별 판매량 분석

2. 자금 계획 데이터 쇼핑몰별 정산 정보 자동수집 및 분석 작업 

누락된 미정산금 확인

3. 경쟁사 가격비교 데이터 경쟁상품과 가격비교

저가 경쟁상품 발견 시 알림톡 발송

4. 상품 노출 전략 데이터 내 상품의 상위 검색 노출 현황 자동 진단

내 상품을 찾는 인기 검색어 정보

5. 시장분석 데이터 주요 쇼핑몰 카테고리별 베스트 상품 순위 데이터

인기 키워드 순위 변동 데이터

쇼핑몰 카테고리별 판매 순위 데이터

6. 업계 동향 데이터 커머스 리포트

최신 쇼핑몰 트렌드 및 소비자 분석 데이터

데이터링커를 이용하면  
쇼핑몰별 판매 현황과 정산금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쟁 제품의 판매 가격 모니터링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신 부가 서비스

-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매출이 쑥쑥

(VAT 별도)

데이터링커

데이터링커 소개



구   분 교육 형식 비  고

원격 교육 샵링커 1:1 원격접속 교육 예약 접수

동영상 교육 유튜브 교육 영상 콘텐츠 제공

웹 가이드 교육 온라인 매뉴얼 / 튜토리얼 제공

구   분 교 육 명 교육 시간 비  고

샵링커
정기 기능교육 주 1회 (2시간) 경기도 분당(서현)

1:1 방문교육 협의 온라인 접수

이지위너 정기 기능교육 월 1회 (2시간) 경기도 분당(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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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링커와 이지위너를 쉽고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응용 교육 및 쇼핑몰별 상품등록 TIP

- 전 교육 무료, 참석자 혜택 제공
- 자세한 교육 일정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1:1 방문교육이 불가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됩니다.

PROGRAM

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뷰티/헬스 가전/컴퓨터 식품/건강 패션/잡화 가구/리빙

대표 클라이언트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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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소프트 설립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 런칭

네모커머스 설립

샵링커 솔루션 일본 진출, EC점장(일본샵링커) 런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서비스 개시

오픈/소셜 마켓에 특화된 샵링커S 런칭

해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G 런칭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개시

데이터링커 서비스 런칭

상품화 사업 런칭

이지위너 런칭

e-세일즈맨 서비스 런칭

2004.

2006.

2009.

2010.

2011.

2017.

2017.

2018.

2019.

2020.

2020.

2020.

01

05

07

06

12

05

06

01

07

02

05

08

고객사수 : 4,200개 (2021년 현재)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샵링커가 잘 보이시나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샵링커
www.shoplinker.co.kr

이지위너
www.easywinner.co.kr

샵링커G
www.shoplinkerg.com

샵링커 API
www.shoplinker.co.kr

e-세일즈맨 서비스
www.shoplinker.co.kr

전화  
1544-4211

메일   
easywinner@nemo-c.com

메일   
shoplinker@nemo-c.com

전화
02-2175-7213

전화   
02-2175-7278

전화   
02-2175-7227

메일   
global@nemo-c.com

메일   
onepice2447@nemo-c.com

국내 판매대행 전화 
02-2175-7220
02-2175-7228
02-2175-7270

국내 판매대행 메일
commerce@nemo-c.com

해외 판매대행 전화 
02-2175-7278
02-2175-7281

해외 판매대행 메일
global@nemo-c.com

네모커머스(주)
대표전화  02-2175-7200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9번길 7 경림빌딩 5층

홈페이지  www.nemocommerce.com



www.nemocommerce.com

네모커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