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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업계 1위 솔루션 가장 직관적인 솔루션 빠른 사용자 피드백

업계 내 성장속도 1위 최신 UI 적용

넥스트엔진은?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들을 한번에
관리하는 쇼핑몰 통합관리솔루션 입니다.



상품대량등록
여러 몰에 일괄로 상품을 쉽게 등록

실시간 
자동재고관리

(WMS)
주문에 따른 실시간 재고반영 ,

자동 품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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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동연동
연동된 쇼핑몰들의 주문을

한번에 수집/관리

일괄배송처리
송장발급 및 여러 몰에 일괄로 

송장 전송, 배송처리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의 기능을 그대로 제공하여,
각 쇼핑몰에 계속적으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기능]



쇼핑몰5

상품등록 필요 횟수 : 상품 개수 X 쇼핑몰 수
예) 상품 5개를 10개의 쇼핑몰에 등록, 총 50회의 상품등록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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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일괄(대량) 등록/수정
[BEFORE]

상품1

상품2

상품3

상품4

상품5

판매자

쇼핑몰1

쇼핑몰2

쇼핑몰3

쇼핑몰4[기존 몰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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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 필요 횟수 : 상품 개수 + 1
예) 상품 5개를 10개의 쇼핑몰에 등록, 총 6회 (5회의 상품등록 + 1회의 등록송신)

판매자

[넥스트엔진 운영방식]

상품 일괄(대량) 등록/수정
[AFTER]

상품1

상품2

상품3

상품4

상품5

쇼핑몰5

쇼핑몰1

쇼핑몰2

쇼핑몰3

쇼핑몰4



쇼핑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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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쇼핑몰 관리자페이지에 들어가 
주문서 다운로드 / 송장출력 / 송장번호 입력 / 배송처리 / 주문서 편집 등

주문 자동 연동/일괄배송처리 

판매자

[기존 몰 운영방식]

로그인,신규주문확인,배송처리

로그인,신규주문확인,배송처리

로그인,신규주문확인,배송처리

로그인,신규주문확인,배송처리

로그인,신규주문확인,배송처리쇼핑몰1

쇼핑몰2

쇼핑몰3

쇼핑몰4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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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일괄수집(수동/자동/스케쥴링 중 선택가능) 
송장 일괄출력 / 송장번호 자동입력 / 일괄배송처리

주문 자동 연동/일괄배송처리 

[넥스트엔진 운영방식]

판매처별 주문서 자동수집

판매처로 배송정보 자동전송

[AFTER]

판매자

쇼핑몰5

쇼핑몰1

쇼핑몰2

쇼핑몰3

쇼핑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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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쇼핑몰 1

[넥스트엔진 운영방식]

상품 1개 주문 자동 주문 수집

- NE상품으로부터 재고 자동 생성
- 엑셀을 통한 재고 일괄 수정
- 물류처/창고/로케이션별 재고관리

재고 : 자동 연동

쇼핑몰 2

쇼핑몰 3

쇼핑몰 4

쇼핑몰 5

쇼핑몰 6

재고 : 자동 연동

재고 : 자동 연동

재고 : 자동 연동

재고 : 자동 연동

- 바코드를 통한 재고 입출고 관리
- 세트상품 자동 재고관리

실시간 자동 재고관리 (WMS) 
[AFTER]

[자동 재고연동]

1. 쇼핑몰 주문 수집 시 

2. 재고목록에서 재고 수 변경 시

3. 상품 입고 시



10

최신 UI 적용으로 직관적 사용

다수 쇼핑몰에,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등록/수정이 가능

다양한 판매처의 
주문정보 통합 관리

실시간 자동 재고연동
자동 품절처리 바코드를 이용한

재고관리

실시간 고객응대 서비스
(전화/톡상담/원격/게시판)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Web기반 서비스로 설치 필요X
어디에서도 쉽게 사용

송장 자동 출력 (굿스플로 연동)

배송정보 대량입력 
운송장 쇼핑몰 일괄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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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통합관리솔루션
넥스트엔진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따로 처리해야 

했던 작업을 일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개 쇼핑몰 동시
상품등록/판매/주문수집/재고관리

한번의 상품등록으로, 종합 쇼핑몰, 전문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모두 한 번에 

자동 상품 등록 및 판매 가능합니다.

[제휴 쇼핑몰 현황]



2차 개발 시작

*매 월 150업체 이상 가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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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Renewal Start

2018.08
오픈베타 Start

2020.04
가입사 1100업체

2019.03
정식 OPEN

무료 베타서비스 
제공 시작

홈페이지 Renewal Open
유료서비스 시작

정식 Open 후 1년 만에 
가입사 1100 업체 돌파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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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화협동조합     
탐라여행사
미노컴퍼니
형이
세진종합물류
라이즈상사
공오샵
로사트래이딩

수해바나
JH스타일
인터루드
미스터실버
더블탭컴퍼니
레드뎁
피쉬라이프
매드스탬프

매드스탬프
세종허브
대한
비와이엘
클릭프레임
푸른올리브나무
해피하은맘
뚜마켓

노블기프트
예담몰
Taieikoh LLC
케이제이드림스토어
몬스터모바일
더세일
VORY 외 다수

고객사 List
(‘20년 4월 30일 기준 1,100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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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커리지

만개가 넘는 상품을 간편하게 
대량으로 등록하여 사이트 여러 
곳에 뿌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시간 단축이 정말 많이 되어서 
좋습니다. 야근도 줄어들고 
업무 단축도 되고 1석2조!! 

에셀트레이드

정말 중요한 것!! 
문의 응대가 대단히 빨랐고, 
시스템 이용에 불편한 점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빨라서, 

업무효율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리컴퍼니

개개인 의견 하나하나까지 
받아들여서 수정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넥스트엔진은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하나하나 의견을 

수렵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사용자 
의견을 모두 받아주려고 하는 게 

너무 깜놀 했어요~”

방가랜드

카톡 1:1상담으로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 오픈이 아니어서 
몇가지 오류가 뜰때에도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니 

갈수록 믿음이 갔습니다.

러쉬커피 시스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정말 
피드백이 빠른 업체라는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 는 말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 에러 문제 역시 
반나절이 채 지나지않아 
확인가능하고 처리하여 

답변을 주었으니 말이다.
  

또 사용하면서 '아, 이건 쫌 
번거롭지않나...?' 하는 생각이들 때 

쯤 마치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기라도 한 듯 번거롭던 

기능들만 쏙쏙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았다.

이용 후기
넥스트엔진은 늘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15

샤방X(Basic)

특징 쉬운 UI, 편리한 재고관리 다양한 쇼핑몰 지원

30만원

20-25%
(쇼핑몰 수수료 포함)

10만원

3-10만원 5-10만원

쇼핑몰 수수료 ( 8-15%)

anfy

15만원 20만원 5만원

당일 대응

입점 대행

즉시 대응

무료

5만원

1.5만원

CS

가입비

월 기본료

판매 수수료

추가요금 (부가서비스)

월 평균 예상요금 6.5만원 25만원 25만원 30만원 이상

플레이XX(Classic) 셀러XX넥스트엔진

(부가세 별도)

타 솔루션과의 요금 비교
(ex> 월 주문 1,000건, 상품 1,000건, 10개 쇼핑몰, ID 15개 사용, 재고관리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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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상품등록/주문수집/배송처리/재고관리를
한 번에 처리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세요
온라인쇼핑몰통합관리솔루션 E-commerce 
확대의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LOC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3층(가산동, 가산에이1타워)

TELEPHONE NO
 02-757-7311

EMAIL
support@next-engine.co.kr

가장 쉬운 쇼핑몰통합관리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