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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기업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낮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SaaS 솔루션과

필요한 기술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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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ntroduction

1.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10년 만에 6.6배 늘어난 161조원(2020년) 규모로 급성장했다.

IT 기술 기반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의 비상이 두드러진다.

Source : https://it.donga.com/3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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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

2020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161조 1,234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신규 쇼핑몰 창업자 대거 등장

 카페24 신규 생성 쇼핑몰 13만개

+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신설 12만개 

+ 고도몰,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등을 포함하면 30만개를 넘을 것으로보인다.

관계자는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와

각 플랫폼 별로 관리·운영 기술과 결합해 온라인 쇼핑몰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 이라고 말했다.

Source :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IKUSGS13/GD01

3.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

Source : http://biz.newdaily.co.kr/svc/article_print.html?no=2020121700064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모두가 승자는 아니다. 그 차이는 클라우드 IT 기술 기반으로 속도, 민첩성, 확장성 면에서

차별화를 확보했는가에 따라 그 차이가 확연하다.

Source : 베스핀글로벌 2021 클라우드 전망 리포트

비즈니스 구조를 언제든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의 기술적 특성이 기업의 시장 대응 속도와 전략 변경을

유연하게 만든다.

Source : 베스핀글로벌 2021 클라우드 전망 리포트

3.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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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은 도입하고 싶은데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Q.

기존에 챗봇을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데 낮은 응답률로 비용대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헬프나우를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Q.

HelpNow AI에서는 간단한 설정만으로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 등 AI/ML

선도기업의 자연어처리 엔진과 연동되는 고성능 챗봇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A.

A. HelpNow AI는 SaaS 솔루션으로 구축형 대비 비용 절감 및 도입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챗봇 운영에 필수인 학습 데이터 튜닝 및 NLU 트레이닝을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작업 하는 부분을 자동화 가능할까요?

Q.

A. HelpNow AI는 자동화된 재학습 기능이 있어 적은 인력만으로도 효율적인 챗봇 운영이

가능합니다.

챗봇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고객의 목소리(VoC)를 분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Q.

HelpNow AI는 고급 대화 분석 기능을 통해 고객들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화 과정 중

이탈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A.

# 높은응답률   # 빠른구축   # 비용절감   # 운영효율화    # 챗봇데이터활용

_베스핀글로벌 헬프나우챗봇/보이스봇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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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응답률   # 빠른구축   # 비용절감   # 운영효율화    # 챗봇데이터활용

_베스핀글로벌 헬프나우챗봇/보이스봇 서비스

서비스 개요

HelpNow AI는 고객의 쇼핑 경험을 개선 및 개인화하고 상담원의 상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기술과

연계하여 가상 어시스턴트를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대화형 AI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특징

구축형 대비 최대 40% 비용 절감 

· 대규모 초기 구축이 필요한 구축형 챗봇 시스템 대비 도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가능

· 구축형 챗봇과 달리 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신규 기능 개발 시에도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챗봇 응답률 90% 이상

· Google Dialogflow를 비롯한 자연어처리 기술력이 검증된 글로벌 NLU 엔진 연동

·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품질 검증된 학습 데이터만 배포하여 정확도 향상

챗봇 재학습 90% 이상 자동화

· 챗봇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인 챗봇 학습 문장 수집, 검사, 학습 등 재학습 업무 90% 이상 자동화

· 신뢰도가 낮은 문장 자동 추출 및 학습 문장 자동 추천 등을 통해 운영 업무 효율화

 챗봇 활용 방안
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 추천 및 구매 유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및 구매 유도

고객센터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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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Dialogflow

IBM
Watson

Microsoft
Luis

Amazon
Lex

Amazon
Polly

Google Cloud 
Speech API

CSP AI

CRM ERP

SCM KMS

지도 날씨

주식 검색

기업시스템 외부서비스

마케팅 챗봇 개인화 챗봇 상담 챗봇 AI 상담원 업무용 어시스턴트 해피콜 콜봇 MRC 챗봇 로보 텔러

대화형 AI 에이전트

IVR 컨택센터SNS 메신저 웹/ 모바일 기업 메신저 Live Chat AI 스피커

채널

개인화 처리/분석

AI 에이전트 생성

업무 자동화

멀티 에이전트

MRC/OCR 연동

시나리오 빌더

Agent Assist

대화 분석

VOC 데이터 분석

NLU 성능 평가

콜봇 (SIP/RTP)

NLU 자동학습

AI Contact Center

Live Chat

HelpNow AI



# 높은응답률   # 빠른구축   # 비용절감   # 운영효율화    # 챗봇데이터활용

_베스핀글로벌 헬프나우챗봇/보이스봇 서비스

챗봇 활용 방안

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상품 추천 및 구매 유도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추천 및 구매 유도

행사 안내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베스핀 쇼핑 상담봇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즘 60대 여성분들이 건강 식품을 많이 구매하세요.
건강식품 추천드려 볼까요?

봄이니까 산뜻한 색상의 슬랙스가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려 볼까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 생신이라 선물사려고

59년생이셔. 63세.

좋아.

지난주에 산 스니커즈랑 어울릴 만한 바지 추천해줘

지난주에 구매한 상품이 아래 상품이 맞나요?

응 맞아.

에어컨 사려고 하는데 할인쿠폰이나 행사 있어?

마침 에어컨 관련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응. 저장해줘.

할인 쿠폰을 내 쿠폰함에 저장하시겠습니까?

할인 쿠폰이 저장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 > 내 쿠폰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품 신청을 이틀 전에 했는데 상품 언제 가져가나요? 

반품 신청한 상품이 아래 상품이 맞나요?

응 맞아.

상품 회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택배 회사에 회수
일정 확인 후 금일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5월 어버이날 기념
가전 10% 할인 행사

자세히 보기

08

e-Commerce Solution



# 고객정보보호   # 정보유출방지   # 클라우드보안

_베스핀글로벌 SecOps(Security Operations)보안 서비스

기존과는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 전담 부서(인력)가 없는데
보안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Q.

A. On-premise 환경과는 다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베스핀글로벌만의 노하우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전문 인력을 통한 클라우드 인프라 파악,

보안제품/서비스 컨설팅 및 구축, 운영/관제 등 클라우드 보안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클라우드에서도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기 위해 암호화, 키관리, 접근제어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클라우드에 고객정보 저장을 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A. 정보보호 인증 전문인력을 통한 인증 컨설팅, 인증 획득, 사후 조치 등 정보보호 인증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ISMS 등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해야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서비스도 있나요?Q.

A. 여러가지 컴플라이언스 관점의 클라우드 구성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CSPM/CWPP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업종별로 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른데, 어떻게 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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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보호   # 정보유출방지   # 클라우드보안

_베스핀글로벌 SecOps(Security Operations)보안 서비스

서비스 개요

베스핀글로벌의 SecOps는 기업이 운영하는 IT서비스를 Cloud로 전환하거나 도입하는 단계에서 부터  Cloud Native

환경에 이르기 까지 IT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안계층의 설계, 구축, 운영, 관제 까지 보안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도입한 Prisma Cloud는 기능과 정책 준수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도입 효과를 통해 최상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제공하였음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기능 측면 도입 효과 보안 정책 준수 현황에 따른 도입 효과

Compliance 식별 / 조치 / 관리 가능

기존에는 Compliance에 대한 별도 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고객

사업에 연관된 다양한 규제들에 대해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신속한

대응 가능

고객 환경에 맞는 정책 커스터마이징

고객의 산업 분야에서 요구 되는 Compliance 이외 ISMS 등

정책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지원

CSP 미지원 기능 제공

· ACSP Security Feature에서 제공 되지 않는 Report,
 Remediation 등에 대한 제공

· 제한적인 규제 대응 정책 (CIS, CSP Best Practice) 외 추가 가능

Cloud 보안 정책 준수 현황

As-Is
수기 점검

점검시간 : 1 ~ 2주 소요
Cloud 컴플라이언스

점검 기준 부재

보안수준 /
위협

가시성 X

보안수준 /
위협

가시성 ○

지속적 자동화 점검
(최대 30분 이내
위반사항 감지)

지속적 자동화 점검
(최대 30분 이내
위반사항감지)

To-Be

· 베스핀글로벌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체크리스트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성 향상 중

· RQL개발 및 수동 평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운영보안
 정책 고도화 중

구분 보안 구성 오류
Check

컴플라이언스
Check

수준

Prisma Cloud + 베스핀글로벌의 매니지드 서비스

퍼블릭클라우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에 대한 가시성 확보!

최초 24시간 이내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지속적인 보안 자동화 관리 가능!

고객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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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AlertNow는 클라우드환경에서만 적용 할 수 있는 솔루션인가요?Q.

A. 아닙니다. 얼럿나우는 온프렘, 클라우드 환경에 관계없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솔루션과 연동 가능하며, 인티그레이션 목록에 없는 솔루션의

경우 Standard 인티그레이션(Rest API 방식), Email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도 연동가능합니다.

AlertNow의 Integration은 어떤 방법으로 연동이 되나요?Q.

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웹훅(Webhook) 기능을 통해 연동이 가능합니다.

AlertNow 서비스에서 설정한 Integration에서 제공하는 웹훅 URL을 모니터링 서비스의

Webhook(Alerting) 메뉴에 등록하여 연동 작업을 수행합니다

A.

AlertNow에서 제공하는 알림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Q.

A. 이메일, 모바일앱, 문자 메시지, 전화, 카카오톡, 텔레그램, Slack이 있습니다.

AlertNow는모니터링 도구와는 다른건가요?모니터링 도구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얼럿나우는 "인시던트 관리 플랫폼"입니다. 얼럿나우에서 직접 서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닌,

Alert을 발생하는 모든 모니터링 도구를 통합하여 얼럿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점에서 일반적인 모니터링 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A.

# 알림 중복제거   # 모니터링툴,메신저와 연동   # 장애 인지시간 단축   # 국내최초 

_AlertNow

11

e-Commerce Solution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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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중복제거   # 모니터링툴,메신저와 연동   # 장애 인지시간 단축   # 국내최초 

_AlertNow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 개요

다양한 환경의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지켜주는

알림 통합 관리 솔루션 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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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Alert) 식별 프로세스
3rd Party

Integration 장애 대응 알림

에스컬레이션

서비스 라우팅

자동 종료

긴급 인시던트

중복되는 알림 제거,
장애인지 알고리즘을
통합 알림 식별

인시던트 생성 제한 규칙

통합 Integration API 지원으로 메일 등 다양한 도구와의 통합이 가능하여 모든 이벤트 및 알림을 얼럿나우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 관리 운영 부담

24시간 수시로

발생하는 알림 소음

이슈 담당자 확인/지정,

부재 시 대책 미흡

알림 비용에 대한 부담, 

제한적 알림 전송 수단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SMS, e-mail, Voice call,
모바일 앱을 통한 알림 전파

서비스 운영 리포트,
사용자 별 단계별

퍼포먼스 리포트 제공

모든 알림 통합 관리
환경 제공

스케줄링을 통한
알림발송으로 담당자

업무 부담 경감

에스컬레이션을 통한
누락 없는 단계적

알림 전파

서비스 가동률 지표와

사용자 별  퍼포먼스

확인의 어려움

Integration Schedule Escalation Notification Report

2 3 4 51

고객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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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이 너무 많은데 아마존처럼 재고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Q.

AI기반 수요예측 서비스를 활용하면 SKU가 많은 경우에도 재고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A.

신선식품의 폐기율이 30%에 육박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 식품 후처리하는 비용도 부담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Q.

A. 재고 수준(Inventory-level) 최적화를 통해 폐기율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Commerce Solution

# AI기반수요예측   # 폐기율최소화   # 폐기율1%목표

수요예측 서비스_엑스브레인(X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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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반수요예측   # 폐기율최소화   # 폐기율1%목표

수요예측 서비스_엑스브레인(XBRAIN)

고객사 현황

서비스 개요

AI 수요 예측 기술을 통해 고객사의 과거 판매 데이터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의 상품 수요량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

실시간 수요 예측을 통한 

품절률/폐기율 개선

타다

실시간 수요 예측을 통해

지역별 차량 배치 효율화

넥스트매치 (아만다)

신규 가입자 평점 예측,

고객 이탈율 예측

KB 캐피탈

중고차 판매 데이터에

기반하여 1, 3, 5년 후

잔존가치 예측

프레시코드

샐러드 수요 예측을

통한 배송 최적화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수요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를 

집하고,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non-recurring) 발생

데이터를 제거

수요 패턴 인식

계절별 특성, 수요 트렌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을 식별

수요 예측 모델 경쟁

각 모델 별 변수를 설정하고,

여러 수요 예측 모델의

결과값을 비교

최적의 모델 선택

경쟁의 결과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고, 변수 설정을 최적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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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차최적화   # 빠른라우팅   # 클라우드기반TMS   # 구축비용NO

배송관리 시스템_메쉬코리아 부릉TMS

물류 비용 절감(유류비, 용차사용) 및 배차 최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Q.

e-Commerce Solution

15

Big Data, IoT 등 최신 IT기술을 물류 비즈니에 접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Q.

메타휴리스틱 기반 TMS엔진과 모바일 기사앱을 통한 실시간관제 및 데이터수집(IOT),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물류데이터의 통합을 통해 물류 Digital Transformation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배송, 주문, 기사관리 등의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Q.

A. 클라우드(SaaS) 기반 부릉 TMS솔루션은 배송 이력 추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수배송 개선과

의사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대형 유통사 등에서 검증된 배차 엔진과 노하우로 배송 최적화를 달성하고 기사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A.



대표번호1668-1280  /  Email : dmbusiness_bgk@bespinglobal.com

# 배차최적화   # 빠른라우팅   # 클라우드기반TMS   # 구축비용NO

배송관리 시스템_메쉬코리아 부릉TMS

서비스 개요

부릉TMS 서비스는 메쉬코리아의 물류 노하우 및 기술로 국내 수배송 환경에 최적화된 물류 관리 솔루션입니다. 

e-Commerc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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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거시적 효과 즉시적 효과

Define

관리 지표 정의

Track

관리 지표 추적

Improve

관리 지표 정의

정확한 생산성 관리

  배송 실적 관리 정규화

수행 데이터 분석

  마스터 데이터 정확성 향상

용차 관리 및 마감 정확도 향상

  관리 지표 지속적 개선

통합 배차 & 변동 배차

  배차 대응력 및 최적화 개선

TMS
도입
효과

신뢰성

정확성

효율성

비용절감

고객사 현황

유통 N사MRO S사

운영 데이터 분석 통한 노선 
비용 및 개선 필요성 확인

수도권 FDC별 TMS 기반 
노선 재설계 통한 효율적인 
노선 도출

각 FDC별 3.8% 이상 
수배송비용 절감

자동화된 배차 계획 
수립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배차 계획과 시스템 
통제되어 용차 사용 최적화

배차 최적화로 인한 배차 
대수를 최대 10% 절감

자동화된 배차 계획 
수립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주문부터 배송까지 리드 
타임 단축

자동화 통한 인건비 절감

배차 라우팅 향상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의 구축 기간이 필요한가요?Q.

샵라이브에서 제공하는 Javascript를 연동하면 즉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UI Customization과 인증/상품 연동을 진행하더라도 1-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면 충분합니다.A.

자사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것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Q.

네이버, 쿠팡 등의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에 참여한 고객 정보나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사몰에서 라이브를 진행하여 고객 수를 성장시키고 구매 의도가 있는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매출과 브랜드 마케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A.

샵라이브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인가요?Q.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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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쉬운설치   # 모바일연동   # 맞춤형UI제공   # 강력한관리자툴   # 성과측정   # 데이터분석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_샵라이브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모든 기능을 A to Z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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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쉬운설치   # 모바일연동   # 맞춤형UI제공   # 강력한관리자툴   # 성과측정   # 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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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e-Commerce Solution

고객사 현황

No 1. SaaS Solution for Live Commerce 

세부 기능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_샵라이브



일단 사용해보고 싶은데 결제부터 해야하나요? Q.

정식 빌링 전 기본 14일의 PoC(Proof of Concept)기간을 제공하며, 사용하며 생기는

문의사항은 빅인 내 컨설턴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A.

bigin은 어떤 툴인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Q.

기존의 웹데이터 분석 툴은 단순히 데이터분석값만 제공하는 수준에 제한되었다면, bigin은

별도의 데이터팀의 도움없이도, 데이터 열람뿐 아니라 원하는 데이터만 분류해서 마케팅목적에

맞게 캠페인이나 보고서 생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액션은 AI자동화로 셋팅해

둘 수 있는 점도 큰 차별점입니다. 구매패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최적화를 통해 더 나은

전환율도 기대할 수 있겠죠?

A.

설치가 어렵지는 않나요?Q.

웹사이트 내에 스크립트 삽입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웹사이트의 환경에 따라

 (e.g. 호스팅몰) 셋팅환경이 더 간단하게 지원되기도 합니다. 기술적오류는 빅인 내부

기술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A.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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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솔루션    # CRM마케팅    # 이커머스마케팅    # 마테크는_빅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_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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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200여개+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최적화를 위한 파트너십 운용 

서비스 개요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고객 360" 분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알맞는 액션들을

추천 및 제공함으로써 구매전환율을 향상시키는 CRM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 자동화 솔루션    # CRM마케팅    # 이커머스마케팅    # 마테크는_빅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_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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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행동

� 유형에 따라 고객 분류

� 고객에 맞는 개인화 마케팅
 메시지 전달 가능 

� 빅인 AI가 자동으로 학습하고
 분류한 ‘스마트 그룹’으로
 고객분류 가능

� 빅인 AI가 찾는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자동화/개인화된
 메시지

� 웹사이트 팝업, 핸드폰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친구톡 등

� 이탈률을 낮추는 캠페인 집행

� 자동화된 데이터수집으로
 원하는 보고서 생성가능

� 쉽고 직관적인 UI로 쉽고
 간편하게 성과 추적

고객그룹 생성 자동화 캠페인 자동화 성과분석 자동화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주요 고객행동단계 (e.g.웹사이트 방문 – 상세페이지 조회- 장바구니 담기 – 체크아웃 – 구매하기)

등 에서 수집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터의 반복적인 업무는 줄이고, 마케팅 효율은 높여줍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API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을 하다가 필요한 API가 있을 경우 지원이 되나요?Q.

관리자, 인증, 회원, 주문, 상품 등 국내업계 최고 수준인 200여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니즈와 사용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API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A.

프론트가 없는 Headless 구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쇼핑몰을 구축하나요? Q.

Headless 구조는 고객에게 노출되는 프론트 화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프론트는 자체구축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고, 쇼핑몰 운영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프론트 API / 서버 API의 2개로 구분되는 200여개의 항목을

통하여 자유로운 프론트 구축 및 서버간 연동이 가능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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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서버는 예상하지 못한 대용량 트래픽에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버는 급증하는 트래픽에도 유동적으로 증/감설이 가능한 ‘오토 스케일링’이

특징이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종량제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또한, 샵바이

프리미엄은 국내 최고 수준의 ISMS-P 보안 인증을 받아 보안적인 안정성까지 갖추었습니다.

A.

기존 물리 서버 대비 클라우드 서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Q.

A. 파트너 별로 권한을 부여한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쿠폰/프로모션 별로 파트너 분담률을

설정하여 정산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상품 취소/환불/교환 등 CS 영역에서는 마스터 계정의

승인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운영상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오픈마켓형 커머스에 특화된 기능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Q.

# 클라우드서버   # 업계최대_API연동   # MSA구조   # 멀티프론트   # 안정성&확장성

중·대형 엔터프라이즈 이커머스 솔루션_샵바이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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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Shop by Premium’은 글로벌 IT 산업을 선도하는 MACH Alliance의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기반 이커머스 솔루션입니다.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버와 MSA구조, 업계 최대 수준인 200여개의 API 연동 등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온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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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서버   # 업계최대_API연동   # MSA구조   # 멀티프론트   # 안정성&확장성

중·대형 엔터프라이즈 이커머스 솔루션_샵바이 프리미엄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 글로벌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연합체

� 4가지 기술 (MSA/API-First/ Cloud-Native SaaS/Headless)을 적용한 기업만이 가입 가능

� 아시아 최초 MACH Alliance 회원사 NHN COMMERCE

Micro Services Architecture API-First Cloud Native SaaS Headless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설계된 구조

· 새로운 기능 개발 및 적용의
 시간 단축

· 서비스 모듈화에 따른 오류
 수정이 용이

· 대용량 트래픽에도 탄력적인
 오토 스케일링 

· *ISMS-P를 취득한 NHN
 클라우드의 안정성 

· UX 커스터마이징 및
 기능 관리에 용이

· 자유로운 개발 환경

· 업계 최대 180여개의 API 제공 

· 빠르고 간편한 외부 시스템
 연동 (ERP, WMS 등)

OPEN API를 통한
맞춤형 기능 확장

어떠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가
분리된 Headless 개발 환경

OPEN API

API

Front-end Back-endCloud

1. 멀티쇼핑몰 기능

샵바이 프리미엄은 하나의 관리자로 여러 개의 쇼핑몰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 손쉬운 확장과 통합 운영이 가능합니다.

· 하나의 관리자로 다수의 도메인 설정 및 통합 관리

· 쇼핑몰별 운영자를 분리하여 관리

· 쇼핑몰별 회원, 상품, 주문, 게시판, 디자인, 프로모션 각각 관리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마켓까지 판매 채널 설정

· 다양한 운영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현(ex. 일정산 등)

· 파트너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 수수료/분담금 설정, 매출/정산 관리, 주문/환불/교환 프로모션,
    CS 처리

One Admin

2. 체계적인 파트너사 관리

오픈마켓 수준의 입점형 구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파트너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쇼핑몰 B 쇼핑몰 C 쇼핑몰 D 쇼핑몰 E쇼핑몰 A

권한을 부여하며 쇼핑몰 전체를 관리

파트너 별 입점 계약

Master

파트너 B 파트너 C 파트너 D파트너 A

고객사 현황



# 디지털사이니지   # 다국어메뉴판   # 신상품빠른홍보   # SNS연동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_사운드그래프

A. 영업정보에서 메뉴, 가격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동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의 재고 관련 서버와

연동하거나 매장 내 POS 시스템과 연동해서 재고가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Sold Out

마크를 붙이거나 다른 메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재고가 없는데 디지털 메뉴보드에 Sold Out 표시가 되지 않아 해당 상품을
주문한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Q.

전국 단위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메뉴나 서로 상이한 가격들의 디지털
메뉴보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Q.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새롭고 디스플레이로 매장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Q.

A. 사운드그래프는 커넥티드월이라고 불리는 비정형 멀티비전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각도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이용하여 4K 고해상도 컨텐츠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A. 사운드그래프의 메뉴보드는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요소들이 모두 서로 다른 레이어와 오브젝트로 구성/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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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사이니지   # 다국어메뉴판   # 신상품빠른홍보   # SNS연동

고객사 현황

서비스 개요

사이니지 시장은 서로 다른 솔루션을 프로젝트에 따라서 협업하는 경쟁사들의 

방식으로는 브랜드의 전체 매장에 적용된 미디어 구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사운드그래프는 사이니지 시장의 가치사슬을 단순화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설치, 유지/보수 등 사이니지 시장의 전반에 

걸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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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템플릿 기반으로 동작하는

디지털 메뉴보드, 대시보드 등에

사용되는 솔루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웨이보, 구글 포토 등과

실시간 연동되어 온라인/오프라인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솔루션

프리스타일 비정형 멀티비전을

구축하여 디스플레이간 낮은

레이턴시로 동기화하는 솔루션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개념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솔루션 

유프레임 소셜프레임 커넥티드 월 SEAM

+5,000 매장
+30,000
디스플레이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_사운드그래프



고객의 리뷰를 다양한 위치에 노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Q.

크리마는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리뷰 위젯을 제공합니다. 그중 원하는 위젯을 모두

선택하여 원하는 페이지와 위치에 원하는 조합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고객의 리뷰를 마케팅

콘텐츠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Q.

크리마는 AI를 통한 자연어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크리마 리뷰 관리자페이지에서 리뷰 자연어

분석 결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적인 리뷰 데이터 분석을 원하실 경우

리뷰 데이터 원본을 제공해드립니다.

A.

다양한 리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복잡할 것 같은데, 사용이 어렵지는 않나요?Q.

크리마 관리자페이지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문 서비스 운영팀을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A.

상품 리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매자가 리뷰를 남기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A. 고객이 리뷰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마 리뷰는 리뷰 작성

유도 메시지(SMS·알림톡)의 개인화 링크를 통해 터치 한 번으로 리뷰 작성이 가능하며,

쇼핑몰 재방문 시 노출하는 리뷰 작성 유도 팝업으로 손쉽게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리뷰작성률상승   # 다양한리뷰위젯    # 리뷰관리효율화   # 리뷰자연어분석

올인원 리뷰 솔루션_크리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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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작성률상승   # 다양한리뷰위젯    # 리뷰관리효율화   # 리뷰자연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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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리뷰 솔루션_크리마 리뷰

서비스 개요

최적의 시점에 보다 간편한 리뷰 작성 방식을 제공하여 리뷰 수를 증가시키며, 다양한 디자인&기능을 가진 리뷰 위젯을 통해

고객의 리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더불어 관리 편의 시스템을 제공하여, 리뷰 관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패션

뷰티

리빙 & 가전

고객사 현황
1인 쇼핑몰부터 대형 브랜드까지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의 1800여 개 고객사가 크리마 리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 고객이 상품을 배송받은 시점에 리뷰 작성 유도

· 한 번의 클릭으로 리뷰 작성 가능

· SMS, 알림톡 발송, 쇼핑몰 재방문 시 리뷰 작성 팝업 노출

간편하고 쉬운 리뷰 작성

· 원하는 페이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젯을 자유롭게 사용

· 동영상 리뷰 수집 및 노출

· SNS(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리뷰 연동

다양한 리뷰 위젯 제공

· 일괄·자동 적립금 지급 / 개인화 댓글 작성

· 불량·불만 리뷰 관리

· 세트 상품 리뷰 연동 / 리뷰 복사

효율적인 리뷰 관리 기능

· 리뷰별 감정/키워드 분석 → 불만 리뷰 관리 자동화

· 상품별 감정/키워드 분석 → 상품기획 인사이트 제공

· 키워드별 리뷰 위젯 → 효과적인 상품 리뷰 노출

자연어 분석 기반 고급 기능

식품 & 건강식품



A. 의류, 신발, 가방, 쥬얼리, 잡화 등 모든 패션 카테고리를 지원합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태거/렌즈 솔루션의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Q.

행동기반으로 추천하다 보니 신상품은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상품을 추천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Q.

옴니어스 렌즈는 구매나 찜, 클릭과 같은 고객 행동 데이터와 상관없이 ‘이미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A.

태거 솔루션으로 받아 본 속성 값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Q.

검색 품질 향상이나 개인화 추천을 위한 상품 메타데이터로 활용 가능하시며, 스타일, 넥라인,

소재감, 프린트 등 13가지 종류의 속성을 활용하여 필터를 상세화할 수 있습니다.A.

옴니어스 태거를 통해 상품 속성 값을 자동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거의 속성값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상품분류가 가능해집니다.A.

상품을 등록하는데 시간/비용 소모가 크고,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는 일이 많은데, 이런 업무를 자동화 할 수는 없나요?

Q.

# 상품속성자동입력   # 유사상품추천    # 구매전환율 향상   # 이미지검색

패션 AI 솔루션_옴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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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옴니어스는 리테일 대기업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옴니어스는 패션을 전문으로 한 이미지 인식 기반의 AI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에게는 효율적 업무환경을,

고객들에게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 상품속성자동입력   # 유사상품추천    # 구매전환율 향상   # 이미지검색

패션 AI 솔루션_옴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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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상품 검색, 추천 강화 및 업무 자동화에 특화된 AI 솔루션

이미지에서 패션 상품을 인식하고

인식한 상품의 속성을 자동 추출

� 302% 상품 검색 효율 향상

� 10% 객단가 상승

� 90% 운영 비용 절감

� 30.5% 구매전환율 증가

� 60% 검색 CTR 증가

� 50% 고객 체류 시간 증대

� 423% 평균 ROI 증가

� 9.8% 평균 객단가 상승

� 133% 검색 CTR 증가

보고있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SNS 이미지로 제품을 검색하는

이미지 검색 솔루션

THE AI ADVANTAGE

옴니어스 태거 옴니어스 렌즈 옴니어스 카메라 서치



해외 결제는 부도거래(Chargeback)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 해야 하나요?Q.

판매 수익은 몇 프로이지만 손실은 판매액 전체 이상으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엑심베이에서 제공 하는 위험거래 방지 솔루션과 모니터링으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A.

페이팔도 전세계 결제를 지원 하고 있으나, 글로벌신용카드와 Wallet 서비스만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 입니다. 엑심베이는 페이팔 포함 다양한 국가의 로컬결제 수단을

지원 합니다.

A.

엑심베이와 페이팔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Q.

A. 해외결제는  취소가 불가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분취소의 개념이 없는 결제사들이 많은데, 

엑심베이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은 모두 전체/부분취소가 가능 합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해외결제도 전체취소/부분취소가 가능 한가요?Q.

A. 외국인 대상 판매를 진행한다면 영어는 기본이며, 국가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등을 제공하여야

좋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결제창 언어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결제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어떻게 되나요?Q.

엑심베이와 진행시에는 각 결제사 들과 별도 계약 및 연동은 필요 없을까요?Q.

네, 엑심베이에서 제공 하는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 진행 필요치 않습니다.

연동부터 정산까지 , 엑심베이 연동 한번으로 통합 운영 가능 합니다.A.

# 해외결제서비스   # 간편결제    # 현지화결제수단   # 국내최다통화

해외결제 서비스 _엑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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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서비스 개요

비즈니스 국가별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제공하며, 타깃 국가별 상황과 결제 환경을 고려하여

각국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결제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해외결제서비스   # 간편결제    # 현지화결제수단   # 국내최다통화

해외결제 서비스 _엑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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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a, b, c, d...  
결제업체

결제업체별
서비스 및 
보안구축

결제업체별 
계약진행

결제업체별
협의 진행

가맹점에서의 결제 수단별 직접 연동 방식 

기존 결제 서비스 사용 시

엑심베이 연동 방식

엑심베이 결제 HUB 통합 솔루션

가맹점

한번의 연동

통합 정산

수수료 협상

운영/관리
해외결제

업체

결제업체별
협의 진행

가맹점

결제업체별
서비스 및 
보안구축



송장 바코드나 고유 값을 가지는 주문서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주문 건 별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A.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궁금해요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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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영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Q.

리얼패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촬영한 바코드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A.

촬영량에 따라 서비스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은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부탁드립니다.A.

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자 하시나요?Q. 서비스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Q.

API연동을 통해 원하는 페이지에서 영상을 재생하거나 배송 알림 메시지에 전송페이지 URL을

삽입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건 별로 영상이 촬영되기 때문에 고객클레임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A.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해요Q.

# 포장영상   # 물류솔루션   # 풀필먼트   # 고객클레임대응   # 마케팅_차별화

포장영상 솔루션_리얼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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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클레임 대응시간 30초 이내

고객과의 불필요한 마찰 감소

C/S 스트레스 감소

배송관련 문의 85% 감소

C/S 인원 감소로 인건비 절약

물류현장과 C/S의 이원화

물류현장 확인 없이

C/S 자체 클레임처리 가능

물류현장의 인력로스 방지

포장영상 대량 발송 가능

서비스 중인 앱이나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별

포장영상 제공 가능

클레임 즉시 대응 C/S인입 감소 조직운영 효율 증가 차별화된 마케팅 

기존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의 연동 다양한 형태의 API 제공

작업효율에 영향이 없도록 사용 중인 WMS 등
출고프로그램과 연동 가능

촬영한 영상을 기존 배송 알림 메시지에 포함해 발송하거나, 원하는
위치에 영상을 붙여 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API를 제공

# 포장영상   # 물류솔루션   # 풀필먼트   # 고객클레임대응   # 마케팅_차별화

포장영상 솔루션_리얼패킹

서비스 개요

리얼패킹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의 포장과정을 주문 건 별로 촬영하는 솔루션입니다.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하며,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API(유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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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시작 촬영 시작 검수종료 촬영종료

고객사 현황
리얼패킹은 물류대행뿐만 아니라 자사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B2C

물류대행

B2B



그룹웨어, ERP 등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시스템과 잔디를 연동할 수 있나요?Q.

네, 기존 업무 시스템을 잔디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들의 메시지 알림을 잔디로 모아 받으면 업무 커뮤니케이션 툴을 일원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통해 일정 관리가 쉬워지고, GitHub, JIRA 등 버전

관리와 이슈 파악이 용이한 외부 서비스들과도 간단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Webhook 발신

기능을 활용하면 외부 웹 서버 개발을 통해 잔디 내 메시지를 외부 서버로 전달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잔디는 외부 서비스라 보안이 걱정됩니다. 안전한가요?Q.

잔디의 모든 메시지와 파일은 전송 즉시 암호화 처리됩니다. 다운로드 기록 관리, 모바일

다운로드 제한, 문서 워터마크, 멤버별 접근 권한 설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현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O 27001, 국제 표준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 STAR를 획득했습니다. 잔디는 철저한 보안 규정 준수와 지속적인 보안 인증 획득으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협업툴 잔디는 한마디로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용 메신저로 일하면

이메일보다 실시간 소통이 현저하게 편리하지만 많은 위험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잔디는 메신저의 장점인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정보 자산화, 멤버 관리, 업무 자동화, 화상회의, 

외부 서비스 연동 등 협업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PC, 모바일, 

태블릿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개인용 메신저와 잔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협업툴 잔디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알려주세요.

Q.

잔디로 일하면 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여주나요?Q.

잔디가 비대면 근무를 경험한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일주일간 이메일 대비 평균 5시간의 소통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잔디

도입 1주일 안에 협업툴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3%가 협업툴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다고 답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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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생산성   # 실시간 소통   # 정보 자산화   # 강력한 보안   # 화상회의

가장 쉬운 업무용 협업툴_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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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협업 정보 자산화 할 일 관리 업무 자동화

주제별 대화방, 화상회의, 
문서 미리보기, 구성원 지정 
호출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합니다. 

잔디 드라이브, 메시지 영구보관,
파일 및 문서 관리,  스마트 검색
기능을 활용해 정보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할 일 관리 기능을 통해 업무
담당자와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캘리더 뷰로 일정 확인이
용이합니다

기존 업무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 알림을 수신해

업무 허브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 서비스와 자유로운

연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서비스 개요

잔디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협업툴입니다.

고객사 레퍼런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커머스·제조·IT·건설·미디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사내 소통 채널을 잔디로 통합해 업무 효율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업무 생산성   # 실시간 소통   # 정보 자산화   # 강력한 보안   # 화상회의

가장 쉬운 업무용 협업툴_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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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 / 리테일 IT / 콘텐츠 제조 음식료 교육 / 의료 기타



인앱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Q.

인앱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면 유저가 커뮤니케이션 툴 사용을 위해 고객사의 서비스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형 인터페이스와 원활한 통화 전환을 통해 높은 만족도의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실 수 있으며, 유저의 사용 이력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용이해 집니다. 

A.

인앱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zoom과 어떻게 다른가요?Q.

줌, 구글밋 등의 외부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고객사 앱 서비스에 단순 연동되어 활용되는

것과 달리, 인앱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은 고객사가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이트 레이블 제품입니다. 

A.

직접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Q.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당사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개발 및 유지 보수의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 채용의 높은 비용과 서버 운영 및

트래픽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하고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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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 구축이 얼마나 걸리나요?Q.

인앱 영상 통화 구축에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이퍼커넥트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샘플 앱,

국문 개발 문서, 국내 지원 팀 등의 최고의 인프라를 지원하며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

e-Commerce Solution

#인앱영상통화   # 글로벌서비스   # 빠른구축   # 비용절감

인앱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_하이퍼커넥트



#인앱영상통화   # 글로벌서비스   # 빠른구축   # 비용절감

인앱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_하이퍼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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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하이퍼커넥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인앱 영상 통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Azar의 글로벌 성공으로

검증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고객사의 유저 경험을 최적화 하고 개발 및 운영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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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최고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글로벌 성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하이퍼커넥트 엔터프라이즈가 제공하는 Audio Call, Video Call, Live Streaming으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인앱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세요.

Live
Streaming

Video Call

Audio Call

라이브 커머스

팟캐스트

Q&A 세션

온라인 콘서트

컨퍼런스

가상 공간 호스트

프로모션 행사

3D 강의실

퍼스널 쇼핑

원격 회의

소셜 네트워킹

원격 트레이닝

가상 공간 투어

원격 모니터링

팬 커뮤니티

리모트 진단

실시간 CS 전문가 상담 원격 모니터링앱 사용 가이드

Customizable

고개사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인앱 영상 통화를
구축할 수있습니다.

샘플 앱, 국문 기술 문서,
국내 지원 팀 등 개발 하기
위한 가장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Easy-to-build

저렴한 기본 가격과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영상화질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Cost Saving



위캔디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Q.

위캔디오는 비디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쉽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와 기능을

지원하는 비디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고객사에서는 비디오 및 라이브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발, 시스템 운영, 인건비 등의 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량에 따른 후과금방식

으로 합리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A.

위캔디오 홈페이지에 가입 후 체험신청을 통해 비디오팩을 2주간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팩의 경우에는 시간당 9천원의 채널사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단, 테스트 기간중에는 제공

되는 사용량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해 보신후 위캔디오 사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A.

본계약을 하기전에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나요?Q.

# 온라인비디오플랫폼   # 동영상플랫폼   # 비디오   # 라이브   # 웨비나   # 라이브커머스   # OTT구축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_위캔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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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캔디오는 글로벌 CDN 및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디오 및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 환경만 안정적이면 최고 품질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멜론뮤직어워드, 서울가요대상 등 대규모 동시접속자가 시청하는 라이브서비스를 진행한 다수의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청 규모 및 서비스 위치에 따른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위캔디오를 이용하면 대규모 시청자가 동시에 해외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도
문제가 없나요?

Q.

위캔디오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나요?Q.

위캔디오를 이용하면 동영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위캔디오

비디오팩을 이용하면 간단한 회사홍보영상을 홈페이지에 넣는 것부터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OTT서비스, 유튜브를 모델로 한 UCC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이러닝 사이트 등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위캔디오 라이브팩을 이용하시면 비대면 언택트 콘서트, 온라인 세미나등의 각종

라이브행사, 실시간으로 라이브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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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디오 플랫폼_위캔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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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위캔디오 서비스는 단순하고 쉽지만, 매우 유연하고 강력한 OVP(온라인비디오플랫폼)입니다. VOD 서비스를 위한

VIDEO PACK과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LIVE PACK이 있습니다.

서비스 주요기능

고객사 레퍼런스

일반기업체와 국가기관뿐 아니라 종교단체, 스타트업 등 다양한 고객사들이 VOD 및 라이브서비스에 위캔디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인가요?Q.

그루브웍스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과 네이버제트의 젭(ZEP)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루브웍스는 양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어 메타버스 플랫폼 전략과 기술에 대해 한 발 앞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A.

프로세스와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Q.

메타버스 구축은 공간에 대한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이를 메타버스에 실제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기획은 공간 정의서, 기획 정의서, 디자인은 공간 설계서와 디자인 시안

등의 산출물을 통해 정리가 됩니다. 프로젝트 특성과 필요에 따라 UX리서치, 아바톡 구축 등의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구축 기간은 목표와 사전 기획의 명확성, 맵의 규모, 기능의 복잡성,

의사결정 체계 등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A.

메타버스는 온-오프라인의 특성을 고루 갖춘 서비스입니다. 비대면으로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아바타와 아바톡, 그리고 공간 구성을 통해 오프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동감있는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커머스에 적용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

커머스에 메타버스를 도입할 경우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Q.

# 온·오프라인융합커머스   # 메타버스커머스   # 비대면매장   # 3D아바타형AI커뮤니케이터

메타버스 커머스 구축_그루브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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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비대면 화상 회의를 통해 경험해 봤습니다. 커머스로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Q.

메타버스는 외부에 스페이스를 알리거나 초대할 수 있는 링크 url, 고객과의 1대 1 혹은 1대 N, 

N대N의 화상 커뮤니케이션 기능, 다양한 게임,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 연계 기능, 인터랙티브 링크를

통해 웹페이지를 연결해 상품 확인 및 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간 설계에 따라 기존의 라이브 커머스, 기획전, 프로모션 등 주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뿐

아니라 오프라인 커머스를 좀더 몰입감 있게 메타버스 상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루브웍스에서는 국내 최초로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상담과 예약, 구매가 가능한

메타버스 전용 3D아바타형 AI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아바톡'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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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커머스 구축_그루브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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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그루브웍스는 메타버스 구축과 메타버스 전용 3D아바타형 AI 커뮤니케이터 '아바톡'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비대면 인터랙티브 커머스 경험(CX)을 제공합니다.

고객사 레퍼런스

그루브웍스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고객사와 끈끈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 AI - UX 관련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구조로 사용자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인지부터 구매결정까지, 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몰입감 높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

인지(Attention) 관심(Interest) 욕구(Desire) 결정(Action)

메타버스 플랫폼은 오프라인의 공간감,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디지털의  몰입도 

높은 커머스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샵, 브랜드별로 개성있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 웹 콘텐츠 및 1대 1, 1대 N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AI 아바톡 서비스로

구매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품 관련 웹 페이지 링크로 메타버스

내에서 바로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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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이벤트   # 급격한트래픽대응   # 빠른서비스제공   # 운영비용절감

클라우드 기반 쇼핑몰 구축 서비스_그로브 소프트

이벤트로 쇼핑몰 방문자가 늘어나면 네트워크가 과부하될까 염려되는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A. 당사를 통해 빠르고 쉽게 자사 쇼핑몰을 구축하면 다양한 이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통해 이벤트 시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A.

임대 쇼핑몰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원하는 형태의 고객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Q.

자사 쇼핑몰이 아닌 임대 쇼핑몰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 현업들의 비즈니스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없는데 초기비용이 적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축할 수 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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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현황

서비스 개요

언제든지 손쉽게 주요 콘텐츠의 업데이트 및 핵심적인 기능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쇼핑몰 구축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연동 관리로 효율적인 사이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다양한

신규기능 / 고객소통

채널 다양화

�고객 유입율 증가  고객 확대 및 매출 증대  효율적인 사이트 관리 가능

운영역량 강화 / 

실시간 운영

Enhance!

유연한

시스템 연동

고객확대! 매출상승! 브랜드!

2018년 4월 아모레퍼시픽만이 할 수 있는 최초의 전사

통합 캠페인 예쁘게 사~월을 진행하였습니다. 설화수,

헤라, 라네즈등의 22개 브랜드를 백화점, 마트 등 전

채널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홈씨씨 인테리어 쇼핑몰을 론칭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브랜드 사이트와 전체적인 컨셉과 톤&매너를 

통일 하였으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인테리어에 대해

고객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내 인테리어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종합 쇼핑몰로 구현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쇼핑몰 구축 서비스_그로브 소프트



# 마케팅캠페인   # 프로세스자동화    # 정확성_정교성   # 캠페인역량자산화

토탈 마케팅 솔루션_오브젠

고객의 실시간 온/오프라인 로그를 감지/수집/분석하여 고객의 행동에 맞는 최적의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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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웹/앱 행동 특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A. 업무 자동화 및 마케터 역량 강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수행하고 싶은데 IT 기반이 부족해 마케팅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Q.

A. 캠페인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기획-실행-성과분석 전체 과정의 효율화 및 새롭고 다양한

신규 캠페인 기획을 지원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캠페인 대신 고도화된 분석 기반 캠페인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한가요?

Q.

e-Commerc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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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마케팅 솔루션_오브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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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오브젠은 디지털 시대의 성공적인 고객 관리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토탈 마케팅 솔루션(Integrated Digital Marketing

Solution; IDMS)을 기업의 검증된 디지털 혁신 인프라로 제공합니다.

e-Commerce Solution

고객사 현황

11

obzen은 금융, 유통, 통신, 제조, 서비스 등 업종을 망라한 선도 기업들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음

은행

카드

유통 · 마케팅

통신

제조 · 서비스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다채로운 캠페인 실행

캠페인 정확성 · 정교성 제고

캠페인 역량 자산화

고객 니즈의 실시간 대응

초정교 마케팅 실행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적시/상시 의사결정 지원

직관적 데이터 인사이트 확보

데이터 기반 업무 문화 형성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운영의 전 과정 지원

개인화 마케팅의 고도화

Campaign Management
Solution (CMS)

Real-time Event
Based Marketing

DataPlanet SmartOffering

디지털 시대의 고객 관리 및

마케팅 기본 솔루션

고객 행동을 감지해 적시성을

극대화한 실시간 마케팅 솔루션

전사 BI로까지 확장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솔루션

초개인화 마케팅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분석 솔루션

Marketing Automation Data Analytics & AI Engine

Campaign Management
Solution

Real-time Event
Based Marketing

DataPlanet SmartOffering

실시간 고객 행동 감지

실시간 분석 실시간 마케팅

고객관리/
마케팅

기획

분석 실행

풍부한 시각화 요소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지원 인공지능 모형 개발

및 운영 /관리 자동화

초 개인화
마케팅

마케팅
최적화

배포 및
모니터링

모형
개발 및

예측

데이터
추출 /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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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경영진으로 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

A.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 및 상품 추천을 통해 구매 전환율과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 성향에 따른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Q.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고객성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수립체계를 마련해드립니다.A.

개인화 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요?Q.

당사의 상품은 SaaS 형태로 낮은 비용으로 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A.

e-Commerce Solution

# AI상품추천   # 전환예측   # 예측타겟마케팅   # 상품리뷰분석

이커머스 초개인화 AI솔루션_스켈터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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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스켈터랩스의 AIQ.AWARE는 이커머스 브랜드의 수익 증가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개인화 AI솔루션 입니다.

대화형 AI 기술로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읽어내듯, 개인화 AI 솔루션은 고객의 행동 속에서 보이지않는

맥락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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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요 기능(효과)

AIQ.AWARE Recommendation  |  ‘AI 상품 추천’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추천 알고리즘 보다 정교한 추천 모델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여 재구매율과 평균 주문금액(AOV)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 실시간 개인화

 고객의 실시간 의도와 관심사를 반영한 상품 추천

� 함께 본 상품

 현재 보고있는 상품과 연관성이 높고, 다음으로 조회할 확률이 높은 상품 추천

� 함께 구매한 상품

 현재 보고있는 상품과 구매 행동 패턴이 비슷한 상품 추천

 고객사



AIQ.AWARE Review  |   ‘상품 리뷰 분석 ‘
주제별로 구매후기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고객 조사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 URL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분석 제공

 · 앱스토어부터 네이버 스토어를 기본으로 제공

 · 자사몰 URL 추가 제공 가능

� 주제별 의미 분석

 제품의 사용성 관련 카테고리, 주제어, 관련 단어 등을 입력시 자동으로 분류규칙 생성



AIQ.AWARE Prediction  |  ’예측 세그먼트 분류 ‘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타겟팅하여, 마케팅 캠페인으로 인한 고객의 피로도는 감소시키고 오픈율/전환율은 높입니다.

� 캠페인 목표별 잠재고객 추출

 전환 목표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타겟 오디언스 생성

� 마케팅 툴 연동

 사용하던 마케팅, 분석툴과 연동하여 예측 세그먼트 활용

� 고객사



이커머스 초개인화 AI솔루션_스켈터랩스



이상패턴탐지가 무엇인가요?Q.

사이트 상에서 일어나는 시계열(시간순)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에서 벗어난 이상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A.

사이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요?Q.

인공지능을 활용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이터와 현재 시스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적용가능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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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 한가요?Q.

쇼핑몰 결재 시스템에서 제시된 가격과 다르게 결제 되거나 결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A.

지능형 CCTV와 이상행동감지 솔루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Q.

지능형 CCTV의 경우 CCTV 카메라와 NVR에 사람을 검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신규 설치시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행동감지 솔루션의 경우 기존 설치되어있는 CCTV 카메라와

NVR을 이용하여 신규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A.

e-Commerce Solution

# 이상패턴탐지   # 이상행동탐지   # 보안   # 안전

Philo 시리즈 솔루션_엘렉시



보안

제조

서비스

고객사 현황

# 이상패턴탐지   # 이상행동탐지   # 보안   # 안전

Philo 시리즈 솔루션_엘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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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Philo 시리즈 솔루션은 딥러닝 기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레이블링 필요 없이 바로 학습하여 이상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 하는 이상패턴탐지 솔루션과 딥러닝 기반 동영상 분석을 통해 상황 분석, 객체 인식, 동작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이상행동탐지 솔루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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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패턴감지 솔루션 2.이상행동감지 솔루션

서비스 주요 기능

적용방향:   e커머스 보안

· FDS(이상거래탐지) · 정보수집 · 분석/탐지

· 모니터링 · 웹/로그관리 분석 · 이상패턴감지

· APT 대응 · ESM/IDS/IPS/DRM

적용방향:   물류창고 작업자 안전 관제

기업의 물류창고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됨

지정된 이동구역 벗어남 검출 작업자의 쓰러짐 검출 작업장내에 방치된 물건 검출

Compliance 식별 / 조치 / 관리 가능

특정 시스템에 특화한 솔루션이 아니므로 다양한 분야에

맞춤 적용 가능

정확도 향상

이상 패턴 저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확도가 향상

문제 영역 전문가 불필요

컨설팅에 의한 규칙 생성이 불필요함, 이에 따른 개발 비용, 시간 절감

데이터 수집 편리성

정상적인 패턴의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도 솔루션 적용 가능, 데이터

수집 시 각각의 레이블링 작업 필요 없음데이터 수집 편리성

작업자 검출 지게차 검출 안전장비 착용여부 검출



About Bespin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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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스핀글로벌 개요
740+ 클라우드 전문가직원수

대한민국, 중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진출도시

2,100억 원 (시리즈 C)투자유치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 오라클,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SK텔레콤, 신한금융그룹, SAP

파트너

2020년 베스핀글로벌 코리아(한국) 1,599억 매출 달성

전년 대비 88% 성장, 낮은 고객 이탈률, 고객 당 LTV 증가
매출현황

하이라이트
2020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퍼블릭 클라우드 MSP 부문 리더 선정
가트너 MQ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4년 연속 등

1,030+  고객수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넷마블, 넥슨, 아모레퍼시픽, ABInbev, 맥도날드, 이케아, 도요타,
중국 인민일보 외 다양한 산업군에 다수 존재

주요 고객사  

하이테크 / 통신사 게임 / 스타트업미디어 / 콘텐츠유통 / 서비스

공공 / 금융



이커머스 기업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낮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SaaS 솔루션과 필요한 기술을 제안합니다.

3.  베스핀글로벌 Ops Service Suite

2.  베스핀글로벌 오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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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Resale

· AWS, MS 애저

· 구글 클라우드

· 오라클, 알리바바,

· 텐센트, 화웨이, NBP

· 전략 컨설팅

·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 아키텍트

· 거버넌스

· 24x7 지원

· 컨시어지 서비스

· 자원관리

· 비용관리

· 인시던트 관리

· 개별 리세일

· 번들 패키지 리세일

클라우드 컨설팅 매니지드 서비스 OpsNow (자체 SW)
3rd Party Resale

(외부 SW)

 Public Cloud
Bespin
Global

Philosophy Process Tool

DataOpsMigOps SecOps

효율적
서비스 전환

80% 절감 일일배포 
99.99%안정성 

데이터 자산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구축



이커머스 솔루션 마켓플레이스

이커머스 기업들이 마주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낮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SaaS 솔루션과

필요한 기술을 제안합니다.

베스핀글로벌 Commerce 사업팀

dmbusiness_bgk@bespinglobal.com

대표번호 1668-1280

eCommerce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