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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견적견적 상세상세 항목항목 기준기준
항목명항목명 설명설명 개발비용개발비용

모바일앱(웹앱)
앱스토어에 출시를 위한 모바일 최적화. 아이폰/안드로이드
패키징, 앱스토어 출시 가이드 200만 원

30 페이지 이하(추천) 베타 버젼 600만 원

템플릿을 이용(추천)
인썸니아 자체 템플릿을 이용해 개발하고 후반부 커스터마
이징 200만 원

기본 조회/편집 기능(필수) 주요 데이터에 대한 조회/편집/삭제/검색/정렬 기능 100만 원
이미지/파일 첨부 이미지 파일 업로드 기능 50만 원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또는 전문가 구인 구직, 작업 의뢰를 요청하는 등 200만 원

경매/역경매 O2O 서비스에서 전문가가 의뢰 요청에 가격/조건으로 비딩
제안하는 기능 150만 원

판매자/업체 대시보드 O2O 서비스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구
매내역을 확인하는 대시보드 300만 원

카페24 서버(추천)
국내 서비스에 빠르고 월 75000원의 호스팅 비용. 몇 만 회
원까지 감당 20만 원

이메일 가입/로그인 빠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
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100만 원

개별 푸시 알림 사용자별 디바이스 토큰을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발송 종류
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 200만 원



내 알림 내역
친구 초대가 왔거나 내 글에 좋아요가 달렸다는 등의 알림 내
역을 표시하는 경우 200만 원

채팅 회원간 채팅 기능이나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채팅은 복잡도
에 따라서 개발 비용 차이가 큽니다 400만 원

아이템 목록/상세 아이템 목록 및 상세 페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비해 복잡
도가 높은 편입니다 100만 원

찜하기 아이템을 찜해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기능 50만 원
리뷰/별점 아이템에 별점 리뷰를 다는 기능이 있을 때 50만 원

거리순 필터링/정렬 아이템 가격, 카테고리, 기타 부가 정보를 바탕으로 필터링하
는 기능이 있는 경우 50만 원

국내카드 결제 이니시스, 나이스 등의 국내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연동
하는 방식입니다 100만 원

정부지원사업 제출 문서 기술적인 설명, 사업적인 설명이 문서화하여 필요한 경우 지
원이 가능합니다 100만 원

투입투입 인력인력 기준기준
투입인력투입인력 등급등급 주요업무주요업무 비용비용

특급기술자 리스크 파악 및 설계 634만 원
고급기술자 백엔드 개발 1,268만 원
중급기술자 프론트엔드 개발 317만 원
초급기술자 UI 개발 951만 원

개발개발 기술기술
기술기술 구성구성 항목항목 세부세부 사양사양

개발 언어 루비(Ruby 2.6)

개발 프레임워크 루비온레일즈(Ruby on Rails 6)

웹 서버 Nginx

애플리케이션 서버 Passenger

데이터베이스 Postgresql

배포 OS Ubuntu 18.04

견적견적 안내안내



개발기간개발기간 견적가견적가
4개월 31,700,000(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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