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henic shop in shop
STAY 소개 및 가맹 안내



3만여명 이상의 
강력한 팬덤

바이크와 소품의 
뛰어난 전시

시각효과

방문객 증가와 
부가수입창출

매출의 한계 효과없는 마케팅

비효율적인 공간

"당신의 사업장을 경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헤닉모터스에서 2020년 출시한 UB46E (전기바이크)를 모헤닉스테이 가맹점에 전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모헤닉 패션사업부의 패션 제품 및 악세사리류를 전시하여 분위기 전환과 함께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합니다. 

모헤닉은 자동차 리빌드, 전기자동차, 전기바이크, 초소형전기차 제조사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 다양성을 

공급하였으며, 온라인팬 20,000여명과 충성도 높은 주주 2,000여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미국의 할리데이비슨, 호주의 데우스처럼 모헤닉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모헤닉만의 문화와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모헤닉만의 차별성과 창조적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헤닉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사명입니다. 

모헤닉스테이 가맹사업은 모헤닉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에 Shop in Shop 형태 

또는 전체적인 컨셉 리모델링을 통해 모헤닉의 문화를 접목시켜 기존 카페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고자 

기획한 WIN-WIN 전략 사업입니다.

about stay



UB46E DISPLAY ZONE



CLOTHES & ACCESSARIES



사업 아이템

모헤닉 생산 주요 자동차 라인업 모헤닉 생산 전기 Vehicle 라인업

모헤닉 Fashion 사업



사업 아이템

모헤닉 IT 사업

배달폐쇠몰주문앱 중고차거래

대학ERP바이크공유 매장관리 숙박 통합앱



전면간판

추가비용

無

or

UB46E 전시 공간 및 의류, 악세서리 전시공간 필요

추가옵션 : UB46E 전용충전시설·렌탈 사업

MOHENIC STAY 추가간판으로

 가맹점 표기

기존캎 카페명 유지

간판 또는 카페 전면에 

MOHENIC STAY 가맹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카페명 변경

서브간판

모헤닉스테이

shop in shop

개설조건



모헤닉스테이

shop in shop

가맹효과 새로운 컨셉 적용

마케팅 홍보 컨설팅

모헤닉 회원 확보

추가 영업 기회

- 모헤닉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

- 카페 분위기 전환

모헤닉 제품과 함께 

모헤닉 마케팅 영업팀에서 

적극 홍보 마케팅

모헤닉 회원 3만여명 

대상 마케팅

- 모헤닉 제품 판매

- UB46E 렌탈 사업 등 

추가 수익 발생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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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형 전기 오토바이의 새로운 시대



Division

770mm

1,030mm

2,000mm

1,350mm

800mm

120kg

150kg

Lithium ion : 4.32kW
(72V, 60Ah)

UB46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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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67-5115

1661-0339

031-946-3521

alfielee@mohenic.com

이원준
Alfie Lee

(주)모헤닉모터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06호

파주 연구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68-23

www.moheni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