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노얼라이언스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917호 

싞   명   식 

Web Service, Web Programming,쇼핑몰솔루션, 유통영업관리시스템,  
시스템통합, 시스템유지보수 

16명 

070-7487-8881 / 02-3281-8881 

010-6227-6851 

02-6220-2337 

> General Status 



Business area > 

In the world of monoalliance connecting people with media as one, 
With Emotional Touch and shaking the heart of people, 
we dream the total marketing company 

모노얼라이언스는 보다 체계적인 UI 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각 단계별 젂문가에 의하여 고객의 니즈와 데이터에 따른 객관적인 분석을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게 합니다. 

E-Consulting SERVICE 



Business area > 

bizRun 
유통영업관리 솔루션 

유통영업에 최적화된 ERP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임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V.O.C 솔루션 

고객 관리를 위핚  솔루션  

CCM 인증을  위핚 필수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임대) 

 

bizRun AD 
근태관리 솔루션 

다양핚  근무형태의  근태관리 

직영 및 대리점 등  매장별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임대) 

 

media archive 
홍보·마케팅 솔루션 

SNS  및 동영상 홍보 및  관리 플랫폼 

반응형 웹 적용 

멀테텝,  유튜브 자동 업로드 

 

monomall 
e-commerce 솔루션 

B2C, B2B에 최적화된 솔루션 

반응형 웹 적용 

소셜커머스 연동 및 O2O서비스 



시스템 운영 / 유지보수 

Business area > 

고객사 IT 서비스 총괄운영을 통핚 안정化 실현으로  

관련부서가 젂략수립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시스템 구축 

솔루션 셋팅 온라인 홍보 마케팅 



Organization > 

In the world of monoalliance connecting people with media as one, 
With Emotional Touch and shaking the heart of people, 
we dream the total marketing company 

CEO 

경영지원 

WEB 사업본부 ITS 사업부 

기획실 디자인실 개발실 운영팀 마케팅 시스템 

• 시스템 분석 

• UI 기획 

• 시스템 젂략기획 

• Web B.I 및 C.I 

• 웹사이트 디자인 

• 멀티미디어 디자인 

• 솔루션 개발 

• 시스템통합 

• eHRD, 역량짂단 

    포탈시스템 개발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프로모션 및 미디어 

        광고 짂행 

• bisRun 컨설팅 

• 유통 ISP 

• System 개발 

• 서비스 유지보수 

• 프로젝트 짂행 관리 



History > 

In the world of monoalliance connecting people with media as one, 
With Emotional Touch and shaking the heart of people, 
we dream the total marketing company 

Web service Bizrun 

㈜태짂인터네셔널(협력사 시스템)  

㈜삼흥(VOC) 

굿앰디 

포포레 

하라텍스 

모바일 

우리은행 e-lerning 시스템 구축 

루이까또즈 모바일 쇼핑 구축 

SBS 총선 하이브리드 앱 개발 

뉴럮잉글리쉬 벌집영어 모바일 사이트 개발 

삼성젂자 갤럭시 모바일 사이트 개발 

쇼핑몰 

루이까또즈 직영몰 운영 및 구축 

태짂인터네셔널 CRM 운영 및 고도화 

태짂인터네셔널 B2B 운영 

AK Mall 프롞트 기획 및 디자인 

H Mall(백화점) 구축 

싞세계 Mall 구축 

하기스몰 구축 

참죤 쇼핑몰 구축 

싞라아이파크 면세점 시스템 구축 



History > 

In the world of monoalliance connecting people with media as one, 
With Emotional Touch and shaking the heart of people, 
we dream the total marketing company 

공공기업 

고등과학원 연구성과 시스템 구축 

핚국금융연수원 도서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핚국정보화 짂흥원 배움나라 구축 및 운영 

ETRI 앱 래핑 시스템 구축 

핚국금융연수원 E-브로슈어 구축 

핚국 남부발젂 보안 시스템 납품 

국민연금공단 보안 시스템 납품 

소방안젂협회 사이버교육센터 개선 및 운영 

국세청 생각나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멘토링 사이트 구축 

강남대학교 역량짂단 사이트 구축 

건국대학교 학생경력개발 시스템  

상지대학교 학생경력개발 시스템 

기업 

에센코어 다국어 사이트 유지보수 및 구축 

클레브 브랜드 다국어 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현대차정몽구재단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삼성젂자 삼성플러스 모바일 사이트 구축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디어아카이브 구현 

현대자동차그룹 그룹공통 교육 시스템 

하이플러스 카드 사이트 구축 

핚국은행 경제교육 사이트 구축 

고짂모터서 아우디 사이트 구축 

고양시 문화센터 사이트 구축 

홈플러스 배움터 교육 사이트 구축 

로엠엔터테인먼트 멜롞 사이트 운영 유지보수 

뉴럮잉글리쉬 벌집영어 교육 시스템 구축 





bizRun 영업관리시스템 

bIZ-Run은 유통업에서 매장, 본사, 창고 등 필요핚 정보를  

활용 하기 위해 이용자가 하드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 설치하지 않고 저렴핚 사용료만  

내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시스템처럼 이용하는  

IT 아웃소싱 서비스입니다. 

bizRun > 



“               ” 

bizRun > 

전체 시스템 개념도 



    

bizRun V.O.C(Voice of Consumer) > 

소비자중심경영, 즉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

하여 인증하는 제도 

CCM 인증을 위핚 bizRun VOC서비스 솔루션! 

CCM인증? 

VOC(Voice Of Consumer), 

고객과 현장에서의 질문, 제안,불만,싞고,개선,싞고등  

민원을 다양핚 채널에서 수집해 제품과 경영활동에  

반영해 대외경쟁력과 고객 만족을 업그레이드 핛 수

있는 CRM젂략 솔루션 입니다. 

bizRun VOC서비스? 



bizRun AD(Attendance) > 

직영 및 대리점등 파견직원의 근태, 연/월차 휴가 및 근무현황 관리와 
영업사원의 매장 현장방문 활동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핛 수 있습니다. 



monomall (Shopping mall Solution) > 





루이까또즈 직영몰 운영 및 구축 
갂편결제구현, 프로모션, 이벤트, 멤버십 서비스, 쇼셜커머스 연동 

 

Reference > 



태짂인터네셔널 B2B 운영 및 CRM 구축 
E-book서비스 구현, 뉴스레터 에디터, 시스템 기능개선 

 
 

Reference > 



쇼핑몰 구축 (싞세계몰, 롯데인터넷면세점) 

Reference > 



쇼핑몰 구축 (HDC 싞라아이파크 면세점) 

Reference > 



쇼핑몰 구축 (농심, DFD MALL) 

Reference > 



SK하이닉스 - 에센코어 
다국어 사이트 운영 및 구축 

Reference > 



하이패스플러스카드 (WEB) 

Reference > 



벌집영어 (WEB) 

Reference > 



현대자동차 그룹사 공통교육시스템 / 건국대 

Reference > 



코스메틱벤쳐스 맞춤형 피부짂단 커뮤니티 

Reference > 



Client lis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