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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 얼라마켓

어린아이의 방언
(강원, 경상, 함경)

마켓

물품 거래 플랫폼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을 거래하는 곳

01.

얼라마켓의 시작

중고 유아용품을 대여/구매/판매/나눔하고 싶으세요?

편하게 모바일로 물품을 등록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면

여기 딱 맞는 앱이 있습니다~

2

얼라들의 의한 행복한 소통,
얼라마켓!

EOLRA M
ARKET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최대 유아용품 보물단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최대 유아용품 보물단지



얼라마켓은 제휴·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얼라마켓은 중고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앱으로 C2C 방식의 거래를 통해 필요한 유아용품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 판매, 나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필요한 물품은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빌려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 대여업체, 전국 사회복지기관, 블로그나 카페 등 커뮤니티와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얼라마켓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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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 거래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한눈에 비교

가격이나 바우처, 제품 상태 등을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물품을 선택 가능

지역 오프라인 매장 운영
(여성 사회적 기업 + 바우처 연계)

사용자

얼라매장

제휴업체 정부기관

플랫폼 S/W
대여

플랫폼 S/W
대여

모바일 앱
다운로드라라매매매장

판매구매

나눔대여

얼라마켓

정부기관이나 전국 지자체 등 협력

바우처 (정부지원금) 관리 지원

유아용품 대여업체, 전국 사회복지기관,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 등 제휴

얼라마켓과 컨소시엄을 통해 자체 유아용품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여 판매하거나 대여 가능

02.

함께라서 행복한 얼라마켓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팝 버튼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인기 물품과 분류별 그룹을 최소화하여 1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고, 직관성 높은 메타포를 

사용하여 콘텐츠 접근에 용이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추가 항목은 선택을 

통해 신속하게 물품 등록을 합니다.

04.

얼라마켓 서비스

05.

얼라마켓 특징

얼라마켓에서 홍보도 되고! 톡톡한 광고 효과

얼라마켓과 프로모션을 통해 안전한 수익 기대

확실하고 지속적인 고객 확보

얼라마켓에 자체 제품을 등록만 하면?

다양하고 많은 물품을 비교하여 저렴하게 거래

물량 확보를 통해 거래 활성화

바우처(정부지원금)를 통한 유아용품 대여 가능

얼라마켓과 함께하는 제휴업체가 있다면?

얼라마켓
플랫폼

물품 등록

제휴 업체 일반 사용자

수익

물품 구매, 대여

금액 지불

UI/UX 디자인

간편한 회원가입

명료한 카테고리

신속한 물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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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얼라마켓 주요기능

추천/관심 서비스

주요기능

주변물품 검색 서비스

추천물품 서비스

SNS 연동 서비스

관심있는 물품 키워드나 문의, 답변 등 실시간 정보를 푸시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연동 서비스 전국 유아용품 판매·대여점의 물품을 얼라마켓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주변의 물품을 조회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없이 인기 있는 물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등록한 물품을 SNS와 연동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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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상품 서비스

누르면 활성화되는 팝버튼

(설정, 물품등록, 지도, 추천물품)

좌측 드래그 - 최근 본 물품우측 드래그 - 카테고리, 추천상품



유아용품은 연령대에 맞는 의류, 장난감, 도서 등이 있어 아이가 클수록 필요가 없어지는 물건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물건들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운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누군가 필요한 물건을 공유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아용품 중고거래 마켓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소통의 매개체로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얼라마켓으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  얼라마켓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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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얼라마켓의 가치

가 치
새로운 가치 발견

공 유
함께 나누는 행복

소 통
함께 하는 공동체

각 지역마다 오프라인 마켓인 얼라매장을 열어 직거래 장소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서비스로 확장하고

오프라인 바자회, 프리마켓 등을 통해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얼라매장 오픈 직거래 장소 및
만남의 장소
제공

오프라인 바자회
프리마켓 등
나눔 바자회

착한 소비문화,
착한 나눔문화 확립

GOAL~!GOAL~!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 

판매하거나 대여, 

기부/나눔을 통해

함께 하는 행복

대량생산, 과잉소비 대신 

이미 생산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 

친환경적 가치

커뮤니티 활성화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기회



Toy ERP는 유아용품 대여/바우처 관리 시스템으로 물품 등록, 반납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여 체계적으로

물품 대여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얼라마켓 플랫폼과 Toy ERP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안정적인 대여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협회 제주지회에서 바우처 운영을 통해 출산 및 유아용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를 적용하여 유아용품 대여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Toy ERP를 사용하여 대여 서비스를 전산화하여 회원관리, 재고관리,

정산관리 등 시스템을 간편화하여 편리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얼라마켓 연동 솔루션 Toy ERP 적용 사례

출산·유아용품 대여 관리 (검증된 솔루션)

      제주·서귀포시 등 5개소 운영

      취급품목 : 약 2,000개 - 월 대여 건수 (2014년 9월 1달 기준 약 2,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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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Toy ERP

루션)

재민일보

재민일보

플랫폼 + ERP 연계

오프라인 연계 관리

회원관리 대여/반납관리

재고관리 정산관리 경영 통계
얼라마켓



얼라마켓 앱 다운로드얼라마켓 제휴문의 안내

하나.   전화문의 1855-0313  |  팩스 051-980-0363

둘.      우편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60 지산빌딩 3층 (주)모아티티
셋.      www.eolramarket.com

유아용품 대여업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블로그나 카페의 커뮤니티 등

얼라마켓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대여하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좋은사람, 좋은마켓, 좋은세상 얼라마켓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DACEL 2014 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