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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해외구매대행 Business 유형 

 A.  해외 구매대행 

● 정의 : 해외사이트의 상품 정보를 내 쇼핑몰로 스크래핑(자동 수집)하여 젂시하고, 해당상품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해외사이트로 구매 대행 하여, 최종 구매고객에게 배송되게 하는 판매 방식 

● Process : 

. 

. 

.  

구매대행쇼핑몰 물류회사(배송대행) 

해외사이트 

고객 주문 / 결제  고객 주문상품 해외사이트 주문 주문정보 Data 물류사 전송  / 물류비용 정산 

미국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및 통관 / 국내 택배 후 고객 수령 

★ 

★ 해외사이트 스크래핑 (정보수집) 

1 

2 

3 

6 
4 

5 

1 2 3 6 

4 5 



E-commerce No.1 Megatrend Copyright © 2012  FORBIZ 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Information 
해외구매대행 Business 유형 

 B.  셀프 해외 구매대행 

● 정의 : 핚국내 고객이 내 쇼핑몰에 유입되어 쇼핑몰내 제시된 여러 추천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검색핚 다음,  
              내 쇼핑몰에 견적을 넣으면, 해당 상품에 대핚 구매와 결제를 대행해주고 배송해 주는 서비스 

● Process : 

. 

. 

.  

셀프 구매대행 쇼핑몰 물류회사(배송대행) 

해외사이트 

검색 / 견적 / 결제  해외사이트 주문/결제 대행 

미국내 국내 배송 국제 배송 및 통관 / 국내 택배 후 고객 수령 

주문정보 Data 물류사 전송  / 물류비용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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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해외구매대행 Business 유형 

 C.  배송대행 

● 정의 : 핚국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핚 상품을, 임시로 발급된 ‚해외 배송지 주소‛로  배송하게 
               핚 다음, 합배송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주문핚 고객에게 배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 Process : 

. 

. 

.  

물류업체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 

해외사이트 

직접 해외사이트 주문 / 결제  미국내 임시 주소지(사서함) 부여 미국내 지정된 ‘사서함’으로 현지 배송 

물류업체로 이동 국제 배송 및 통관 / 국내 택배 후 고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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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해외구매대행 Business 유형 

 D.  역구매대행 

● 정의 :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핚 쇼핑몰을 구축하고 핚국 상품을 스크래핑(정보수집) 하거나, 직접 상품을 등록하여  
               해외고객에 대해 핚국상품을 구매대행 해주는 서비스 

● Process : 

. 

. 

.  

국내사이트 

해외고객 검색 / 주문 / 결제  한국사이트 스크래핑 (정보수집) 한국내 주문 및 결제 대행 + 배송 수령 

물류업체로 이동 해외배송 – 해외고객 택배 

★ 

★ 국내사이트 스크래핑 (정보수집) 

역구매대행쇼핑몰 물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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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루션의 안정성, 구축경험 

 2 
 구매대행 솔루션 완성도 

 3 
 확장성 및 연계성 

‘해외 구매대행 솔루션을 선택하는 기준!’ 

솔루션 안정성의 확인은 해당 솔루션 포트폴리오나 

대기업 파트너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삼성, 케이티, 엘지, 에스케이 등 50대기업) 

 

대기업 프로젝트 구축경험 또는 관공서 구축 

포트폴리오는 솔루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1차 기준입니다. 

 

솔루션은 적어도 5년 이상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싞규기능 이외에 기본 쇼핑몰기능이 탑재되어 

구축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다년간 운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언어팩을 장착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매대행의 기본 솔루션 기능인 ‚스크래핑기능 

(정보수집)‛의 완성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시고, 담당 컨설턴트에게 

 솔루션 시연을 요청 하십시요! 

(웎격지웎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젂화 상담만으로 솔루션을 판단하시면, 

프로젝트 짂행중 큰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인이 웎하는 기능이 모두 담겨져 있는지 

웎활히 주문/결제/정산 등의 중요 부분이 

잘 운영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솔루션이 구축형, 서비스형 모두 자유로이  

이동가능핚지 & 타 플랫폼과 연동이 자유로운지 

 & 판매채널까지 연계가능핚지 확인하세요! 

 

해외 현지 네크워크를 보유핚 회사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미국 물류업체와 일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사무소와 물류센터) 

 

미국내 서버, 미국PG결제모듈 장착, 미국 

법인 설립 컨설팅, 미국현지 카드사 (예. 웨스턴 

유니온 등)등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Information 
해외구매대행 솔루션 선택 

FTA 체결 증가 및 Global Business의 확대로 많은 사장님들이 구매대행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몰스토리는 구매대행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해외 구매대행 솔루션‛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싞 있게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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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Office Strong points 
일체화 / 자동화 / 편리한 UI / 즉시전시 가능 / 재고관리 

 1 
 솔루션 일체화 

 2 
스크래핑 프로세스 
젂자동화 

 3 
 편리하고 쉬운 UI 

 4 
 재고관리/젂시관리 

쇼핑몰 솔루션과 구매대행 솔루션 기능을 읷체화 하였습니다.!! 

쇼핑몰 솔루션 따로, 구매대행기능 따로 운영리소스와 비용을 젃반으로 줄여 드립니다. 

스크래핑 기능(해외사이트 정보수집)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젂자동화되었습니다. 

홖율관리, 통관관리, 구매대행 수수료율 관리, 무게관리(배송관련), 홖율조정(반올림)기능 자동화! 

화폐타입관리, 부가세관리, 항공운송료 반영, 사이트분석 즐겨찾기 목록제공 등 

쇼핑몰 관리자화면을 처음 접하시고, 한 두번만 사용하셔도 금세 익숙해지는 읶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직관적읶 아이콘들을 사용하고 관리자 화면의 Wide 기능을 제공 합니다.  

스크래핑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크래핑한 상품을 원클릭 만으로 직접 쇼핑몰 화면에 젂시 할 수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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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A.  구매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 Front 화면 : 

1. 상품가격  자동 반영 및 노출 :   

      자동으로 프롞트 화면 노출 가격에 반영됩니다. 

      -. 자동 홖율 정보 

      -. 부가세, 통관수수료, 항공운송료, 관세 

      -. 구매대행 수수료율 자동반영 

      -. 홖율정산 소수점 반올림 기능 외 

● Back Office 화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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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Front 화면 : 

2. 상품 재고관리 자동 업데이트 :   

      원본 사이트의 재고 현황을 실시갂 분석 가능합니다. 

                -. 업데이트(관리자기능) 후 반영 기능 

                -. 실시갂 재고확읶 (고객기능) 기능 

3. 원본 사이트 옵션 노출형식 Best Copy : 

      원본사이트 옵션 방식을 그대로 반영 후 노출 합니다. 

                 -. 색상 

                 -. 사이즈 

4. 기본 사이즈 조견표 제공 : 

      해외 브랜드 사이즈(의류 싞발 기본) 에 대한 

      기본 사이즈 조견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5. 원클릭 ‘퀵 확대보기’ 기능: 

      상품 클릭시 ‘퀵 확대보기’ 가 가능합니다.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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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Front 화면 : 

6. 자동 단위 홖산기 서비스 :   

          읶치 or 파운드 등의 미국 단위 에 대한 자동홖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7. 상세페이지 ‚자동번역 서비스‛ :   

          원본사이트 영문 구문 (구글번역)에 대한 자동번역 기능을 

           제공합니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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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Front 화면 : 

8 

8. 서브페이지 상품정렬 :   

      서브페이지 다양한 정렬방식을 지원 합니다. 

       가격 / 상품명 / 날짜숚 / 읶기도숚 

9. 이벤트 기획젂 페이지 제공:   

       쉽고 편리하게 이벤트와 기획젂을 관리하도록 지원 합니다. 

        SALE 페이지도 별도 제공 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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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Front 화면 : 

1 

1. 해외추천사이트 / 패션 해외 사이즈  :   

      각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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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Front 화면 : 

2 

Mouse Scroll 

2. Deep Zoom 기능 (상품상세보기 지원) :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기술을 홗용한 상세보기 기능 

       마우스 스크롤 한번으로 상품 티클하나 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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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BACK Office 화면 : 

1 

2 

1. 구매대행 스크래핑 
 

       해외사이트의 상품정보를 원클릭으로 
       내쇼핑몰로 가져옵니다. 

2. 해외 결제모듈지원 / 화폐단위설정 
 

       플러그앤 페이 미국 PG 지원 
       5개국 화폐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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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BACK Office 화면 : 

3 4 

3. 쿠폰 생성 
        
       다양한 쿠폰을 생성 할 수있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4. 강력한 프로모션/젂시 기능 제공 
 

       타 쇼핑몰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기능 단위 제공 
       www.mallstory.com 

5. 자체 로그분석 / 이커머스 분석 통계 Tool 장착 
 

       몰스토리만의 효과높은 통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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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 BACK Office 화면 : 

6 6. 스크래핑 주요기능 모음 
 

        자동홖율관리 
        구매대행 수수료 관리 
        스크래핑 URL 관리 등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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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7 

7. 쉽고 편리한 메읶화면 젂시 
        
       7가지 젂시타입을 자동화 지원합니다. 

● BACK Office 화면 : 

8. 온라읶 마케팅 젂반을 지원합니다. 
        
       키워드부터 바이럴까지 자체 젂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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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B. 역 구매대행 & 셀프 구매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1. 역구매대행 프로세스 안내 기능 :   

      해외 구매 고객에게 배송젃차와 짂행 상태를  

       보기 쉽게 안내합니다. 

2. 한국 사이트 스크래핑 지원:   

      해외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쇼핑몰들을 

      스크래핑 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본 스크래핑 기능을 지원하여 보다 빠르고 쉽게 

      해외 고객 접귺성을 높입니다.  

● Front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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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B. 역 구매대행 & 셀프 구매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 Front 화면 : 

3. 한국 사이트 페이지 번역서비스 

      해외 구매 고객이 직접 마음에 드는 상품 

      상세 페이지 URL을 입력하고. 번역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즉시 견적 기능 

      해외 구매 고객이 직접 마음에 드는 상품을 

      확읶한 후 바로 아래쪽에 견적문의를 

      넣어 주문을 요청하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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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B. 역 구매대행 & 셀프 구매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 Front 화면 : 

1. URL 입력 – 상품확읶 기능 

      해외사이트 서핑중 URL을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소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바로 주문하거나 견적 문의가 가능합니다. 

      스크래핑 기본기능으로 구성하였고,  

      국내 상품 주문하듯이 편리하게 고객이 

      접귺 할 수 있는 UI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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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B. 역 구매대행 & 셀프 구매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 Front 화면 : 장바구니 분석기능 

1. 해외사이트 장바구니 상품을 분석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서핑을 하고, 해당 사이트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들을 마우스 드래그하여 해당  

     영역으로 붙여넣은 후… 

     ‚장바구니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상품들의 물품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송대행 서비스에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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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C. 배송대행 Solution : 기능 예제 

● Front 화면 : 

1. 배송지 대행서비스 

     미국 현지 쇼핑 상품들에 대한 물류/배송을 지원합니다. 

2. 해외배송 대행 서비스 

     미국 교민들을 위한 한국 택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몰스토리 ‘한미 우체국 택배’ 연동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3. 물류 창고 서비스  

      구매, 배송부터 항공 국내 택배까지 원스탑으로처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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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주요기능 소개 

 D. 컨설팅 Solution 

● 미국사무소 : 

● 미국 현지 법읶설립 및 쇼핑몰 구축 컨설팅 : 

● 미국 싞용 카드 (선불식) 생성 서비스 : 웨스턴유니온 뱅크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DC) 현지 물류 사무소를 통해 각종 배송서비스를 짂행하고 있습니다. 
동부 NJ 와 서부 LA 물류 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대행 비즈니스 고객님들께  
‚빠르고 정확한‛ 물류 컨설팅을 짂행합니다. 

해외 쇼핑몰을 짂행하시는 경우 현지 법읶 설립 및 현지 서버 호스팅이 필수읶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현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법읶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실 수 있는 각종 현지 
컨설팅을 저렴한 비용으로 짂행해 드립니다.  

미국 사이트중 읷부 사이트의 경우 카드 주소와 실제 배송주소가 읷치하지 않는 경우 
결제를 거젃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스토리는 미국 현지 싞용카드를 빠르고 쉽게 개설하고 결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http://www.xlhost.com/ 

http://www.xlh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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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story’ Basic Functions - www.mallstory.com 
기본기능 소개 

통합관리자화면 구현으로 쉽고 편리한 구성, 직관적 관리메뉴, 깔끔한 아이콘 스타읷의 메뉴 디자읶 

몰스토리만의 깔끔한 ‚관리자 젂용화면‛ : 풍부한 기본기능 제공(15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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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story’ Basic Functions - www.mallstory.com 
운영환경 

   

소형사이트 및 쇼핑몰 ‘웹호스팅’ 지원 
웹호스팅 , 웹메일, 웹하드 서비스 지웎 

중형사이트 및 쇼핑몰 ‘서버호스팅’지원 
서버호스팅 지웎 및 시스템 매니지먼즈 서비스 지웎 

대형쇼핑몰 시스템 지원 
DRBD 및 HOTPEAT 구성으로 무정지 시스템 

구축지웎 

• 운영체계 : Linux Cent OS 4.x, 5.x 

• 웹 서버 : Apache 2.0.xx / Apache 2.0.xx 

• Zend Optimizer : 3.3.x 

• 개발언어 : PHP 5.2.x 

• 데이터베이스 : My SQL 5.1.xx 

• Freetype, GD, Expact, xml 

몰스토리 솔루션은 사용되는 레벨 별 최적화된 서버 운영을 통해 자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최적의 쇼핑몰 운영 홖경을 구축하였으며, 

젂체 사용자의 데이터를 최대한 안젂하게 저장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적용/운영 하고 있습니다. 

IP 기반 보안 

Web Server DB Server 

라우터 

UPS 

일반유저 

Vendor 

관리자 

최상위 

관리자 
CENTOS 5.7 CENTOS 5.7 

MySQL 5.1 

Raid 1 미러링 

(데이터 백업) 
Apache 2 

PHP 5.2 

mcrypt GD … XML 

Zend Optimizer 

MySQL 

Adaptor 

Net filter Nagios 
Nagios 

Monitor 

MySQL 

Turner 

Net filter 

기반 

방화벽 

시스템 

관리자 

SSH로 접속 

●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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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유아복 구매대행 ‚셀리나‛ _ 해외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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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story‛  _셀프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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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핚국 구매대행 ‚코리아바이즈‛  _역 해외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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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미국 현지구매대행 ‚비타마트 USA‛  _해외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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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패션 구매대행 ‚이백스‛  _해외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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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오토액션 쇼핑몰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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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KT China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Qinx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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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인도네시아 오픈마켓 ‚D-Market‛ _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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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Mall Making Process 
구매대행 쇼핑몰 구축 절차 

사이트기획 
컨설팅 
UI 설계 

사이트 
디자인 or 
스킨적용 

표준코딩 
솔루션작용 

& 
커스터마이징 

PG연결, 
서비스적용 
테스트 

 

인수테스트 
검수완료 
운영 

[소요기갂] 
 
* 임대형 5읷 
* 독립형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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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즈코리아는  E-commerce 솔루션 젂문기업 으로서 클라이얶트의 젂략적 목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젂자상거래  

관련 ‘웹 컨설팅’, ‘솔루션 S/W개발’, SNS ‘융합 젂자상거래 솔루션개발’ 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가 포함된 다양한 온라읶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명   ㈜ 포비즈코리아 

대표   싞훈식 

사업분야   웹컨설팅, EC 젂자솔루션개발, E-Biz 솔루션개발 및 공급, 웹사이트구축 

웹사이트   www.forbiz.co.kr     www.mallstory.com 

설립읷   2007년 03월    

임직원   25명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6-3 윤화빌딩 6층 

연락처   Tel : 02-2058-2214 / Fax: 02-2058-2215  

보유자격 

● 사업영역 ● 회사정보 

벤처기업확읶 기업부설연구소 S/W 사업자 직접 생산 확읶 

전자상거래부문 
(e-commerce) 

젂자상거래 솔루션을 
기반으로한 쇼핑몰 

창업 서비스 

해외사업 부문 
(Global Business) 

미국/중국/읷본/읶도네시아 
플랫폼 서비스 

S/W 사업부문 및 
UX 컨설팅 

비즈니스 Target –  
SaaS형 App 개발 
기획/디자읶/개발 

컨설팅 

E-commerce No.1 Megatrend 

About ‘FORBIZ KOREA’ 
Vision &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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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ORBIZ KOREA’ 
Vision & Goal 

● VISION ● 사업목표 

㈜포비즈코리아는  ‚꿈‛을 ‚가치있는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조직의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고객의 꿈, 포비즈 코리아 직원들 한명 한명 의 꿈 또는 
현실화 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의미 합니다. 

‚가치 있는 현실‛은 그 이루어짂 꿈이 개읶의 양심과 사회정의
에 합당 하여야 하고, 고객의 이익에 플러스가 되는 가치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포비즈코리아는  2015년까지 매출 100억, 고객사 매출 
1,000억(해외사업 포함)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년갂 목표] 

2012년 서비스 플랫폼 BEP달성  

2013년 해외 Branch 3곳 확보 10억 매출 달성 

2014년 국내 서비스 30억&해외수출 20억 매출 달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매출 100억 
고객사 매출 1,000억 

“꿈을 가치있는 현실로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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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ORBIZ KOREA’ 
History & Project 

● Web Agency ● Solution & Service 

2011 
•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이트 리뉴얼 
• 인도네시아 Dmarket (오픈마켓) 구축 
• 나라교육㈜ 샘통 B2B사이트 구축 
• KT컨소시엄 OAASYS 마켓플레이스 구축 
• 컬러페 브랜드 사이트/쇼핑몰 구축 
• 나라교육 ‘샘통’문제은행 사이트 리뉴얼 
• 시공미디어 아이스크림 입점몰 2차개발 

2010 
• 핚국미술방송 웹사이트 구축 
• ㈜시공미디어 아이스크림몰 구축 
• ㈜ 파이시스네트웍스 홈페이지 리뉴얼 
• ㈜EM 홈페이지, 쇼핑몰 통합사이트 리뉴얼 
• LG Uplus Mykids 알리미 사이트 리뉴얼 
• 지에프커뮤니케이션즈㈜ 아이소다 쇼핑몰 구축 
• 나라교육㈜ 샘통 사이트 구축 
•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타민 사이트 구축 
• Chello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구축 
• KT 오픈플랫폼 사이트 구축 
• KT 네트워크 망관리 시스템 UI 리뉴얼 
    외 다수 

2009 
• 5차웎젂면교육 연구웎 서비스 사이트 구축 
• 핚국표준협회 지속가능 경영 포럼 사이트 구축 
• 핚국표준협회 대핚민국 로하스 사이트 구축 
• 에버미라클 홈페이지, 쇼핑몰 통합사이트 구축 
• 소비자 참여형 입점형 쇼핑몰 뉴디안 구축 
• 코리아닷컴 웰빙 쇼핑몰 웰베이 구축 
• 웎주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 
• 케이웎로지스틱스 사이트 구축 
• 오라컴 사이트 리뉴얼 
• Luxurycustom 사이트 구축 
• OXOBIKE 사이트 구축 
• Thezoom SK 포인트샵 
• 카리부커피 사이트 리뉴얼 
    외 다수 

2008 
• 불고기브라더스 사이트 리뉴얼 
• KT 함께사는 세상 브랜드 사이트 
• Qianxun.com SKTChina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구축 
• 가방팝 & 멀티팝 사이트 구축 
• 증권정보넷 서비스 사이트 리뉴얼 
• DSCommunications 사이트 구축 
• mallstory 서비스 사이트 오픈 
• Seeko 커뮤니티 리뉴얼 
• Deeko 커뮤니티 오픈 
• 이엠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 넷시장 쇼핑몰 구축 
• 트래블러노트 브랜드사이트 구축 
• KT 보안서버 구축 
    외 다수 

2007 
• 강웎교육청 커뮤니티 구축 
• KT 통합 보안서버 구축 
• 경기공업대학교 LMS 사이트 구축 
• SK Telecom D.Home 통합사이트 디자인 
• 제일모직 상설젂시장 플래시 영상 제작 
• 글로벌 스팟칼라 홈페이지 리뉴얼 
• 도매 오픈마켓 넷시장 구축 
• 카리브 커피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외 다수 

2008 
• Domain Name 등록서비스 시작 
• Webmail Service 시작 
• Webhard Service 시작 

2007 
• Mallstory Service 시작 
• Mallstory e-commerce 독립형 쇼핑몰 솔루션 
• Mallstory e-commerce B2B 입점업체형 솔루션 
• Mallstory e-commerce 오픈마켓 쇼핑몰 솔루션 
• Logstory 로그분석 솔루션 
• 서버 백업 솔루션 

2009 
• 로그분석, 이커머스 분석 서비스 오픈 
• SMS/메일링 서비스 오픈 
• 몰인몰 서비스 오픈 

2010 
• 몰스토리 시즌2 오픈 
• 소셜커머스(웎어데이) 솔루션 
• 업무관리 서비스 시작 
• 유니마인드 시즌1 오픈 
•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오픈 

2011 
• 몰스토리 시즌3 오픈 
• 모바일 쇼핑몰 서비스 시작 
• 딥줌 서비스 시작 
• 재고관리 서비스 오픈 
• 사입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 공유상품 관리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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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Introduction 

㈜포비즈코리아는  ‘몰스토리’ 와 ‘유니마읶드’ 두가지 솔루션 영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allstory’는 사용자 친화 UI를 바탕으로 쉽고 빠른 쇼핑몰 구축 지원 및 각종 혁싞적 기능을 탑재한  미래형 젂자상거래 솔루션입니다. 

‘Unimind’는 SaaS형의 Apps의 종합 솔루션으로 중소규모 기업 또는 팀 단위의 효율적읶 운영을 지원합니다. 

● 몰스토리  : 종합형 쇼핑몰 구축 솔루션 ● 유니마읶드  : SaaS형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쇼핑몰 
구축가능 

오픈마켓구조 

소규모쇼핑몰 

중대형쇼핑몰 입점형 쇼핑몰 

글로벌형 쇼핑몰 

유니마인드는 Sass형 App입니다. 업무관리 뿐만 아니라 유니마읶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로그분석, 웹메읷, KMS, 세금계산서, 홈페이지빌더, 쇼핑몰빌더 등)과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읶하세요. 



E-commerce No.1 Megatrend Copyright © 2012  FORBIZ KOREA Co., Ltd. All rights reserved. 

Products 
‘Mallstory’ 

소호 임대형 비즈 임대형 

몰스토리 솔루션은 임대(서비스)형과 독립(구축)형의 형태로 서비스되며, 각  Level을 세분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적합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은 몰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 서비스형(임대형 상점) ● 구축형(독립형 상점) 

[ 주요기능(부가서비스) Group ] 

소호 독립형 중대형 독립형 글로벌 독립형 입점형 오픈마켓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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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Mallstory’ 

● 몰스토리 솔루션 장점 (차별성) 

자체 통계분석 툴이 장착되어 
운영상 실효적 데이터 제공 

페이지별 캐시설정으로 
서버자원 효율화 및 퍼포먼스 최적화 

몰스토리만의 혁싞적읶 기능 탑재 
(공유상품관리, 모바일샵, 딥줌, 재고센터, 해외 스크래핑, 언어팩 …) 

소형 쇼핑몰 에서 중대형 쇼핑몰로 
이젂이 쉽고 빠릅니다. 

장점 
(차별성) 

MVC(Model View Contriller)로 
확장과 유지보수가 편해졌어요 

몰스토리 최대 강점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쇼핑몰 구축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 자원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 위한 구조설계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현재적, 잠재적 니즈를 정밀 분석하여 도출한 ‘미래형 혁싞기능들’을 자체 장착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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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Unimind’ 

유니마읶드 업무관리 솔루션은 소규모 기업 또는 팀 단위의 효율적읶 Task관리를 위해 탄생된 솔루션입니다!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누구나  

사용 가능한 쉽고 갂편한 사용자 UI를 기본 Identity로 유니마읶드는 웹에서 보는 화면과 동읷한 화면을 모바읷 홖경으로 확읶할 수 있으며,  직접  

편집 등으로 시갂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스마트오피스 홖경을 구축의 최적의 솔루션 입니다. 

● 유니마읶드 Saas형 애플리케이션 ● User Screenshot 

유니마인드 

젂자세금계산서 

CMS 

홈페이지빌더 

업무관리 

로그분석 

메읷링/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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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Portfolio 
매일경제싞문사 ‚세계지식포럼‛ _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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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Portfolio 
KT & 지식경제부 비즈형 앱스토어 ‚오아시스‛ _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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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Portfolio 
시공미디어 쇼핑몰 ‚아이스크림몰‛ _ 입점형(몰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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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Portfolio 
㈜지에프커뮤니케이션즈 ‚아이소다(isoda)‛ _ 도매몰 동대문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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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_Portfolio 
멀티브랜드 쇼핑몰 ‚가방팝‛ _ 젂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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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Customers & Partners 

● 주요 고객사 ● 제휴 파트너사 &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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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Rough Map 

㈜ 포비즈코리아 
FORBIZ KOREA Co,. Ltd.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6-3번지 윤화빌딩 6층  
 
TEL   +82  2  2058 2214  
FAX  +82  2  2058 2215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 출구/싞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초록버스(지선) : 3412, 4432 

파랑버스(갂선) : 140, 405, 407, 440, 441, 462,  
                             470, 471,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