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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포비즈코리아 
 
싞훈식, 박선균 
 
2010년 11월 
 
42명 
 
2011년 09월 02일 
 
2011년 10월 25일 

(양재동 본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2층 (건영빌딩) 

 (동대문 지사) 서울 중구 무학동 2 성지빌딩 5층 

 
 
02-2058-2214 
 
02-2058-2215  
 
korea@forbiz.co.kr, tech9@forbiz.co.kr Website >  

 
http://forbiz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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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sod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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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lying to the business world for your fast growth 

Overview 

FORBIZKOREA.CO,. Ltd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임직원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사업장소재지 
 
 
 
TEL 
 
FAX 
 
Email 



Growth Curve 

기업 연혁 및 기업 성장 히스토리 

‘10年… 고객과 함께 높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FORBIZ’ 창업 

입점형 1.2솔루션 출시 

몰스토리 서비스 론칭 

㈜포비즈코리아 법인젂홖 

㈜구스코리아 자회사 설립 
‘아이소다 유통 플랫폼 롞칭‘ 

Enterprise 3.0 출시 

Enterprise Solution 1.0 출시 

Global eCommerce 
Service 롞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아이소다 
Mobile Service 롞칭 

2015 



Core Value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도전’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과 ‘임직원의 성장’으로 이 핵심가치는 실현됩니다. 

기업의 핵심가치 

Challenge 

끊임없는 도젂 

Customer 

고객관점 최우선 

Self  Leadership 

자기관리 

01 02 03 



Business Areas 

The high performance, scalable 

eCommerce software solutions 

 

높은 퍼포먼스와 확장성을 보장하는 

SW 솔루션을 기반으로 젂자상거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 serve to help global businesses  

and discover new opportunities. 

 

국제 젂자상거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B2B2C  및 Mobile App 기반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운영 합니다. 

사업영역 및 아이템 소개 

‘eCommerce Total Solution’ & ‘Global B2B2C 유통플랫폼’을 제공합니다. 

Global 
B2B2C 

Platform 

eCommerce 
Total Solutions 

& 
Alliance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컨설팅. 운영. 유지보수. 기업간 제휴. 글로벌 서비스등 

기업고객이 요구하는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Commerce Total Solutions 

전자상거래 종합 솔루션 서비스 

• eCommerce 컨설팅 

    - 구축 컨설팅 

    - 운영컨설팅 

eCommerce 
Consulting 

eCommerce 
Software 
Solutions 

Operation 
Service 

Global 
Service 

• Operation Platform 

• PC / Mobile web 

• Mobile App (Android, iOS) 

• Omni Channel Commerce 

• Payment (PG, 간편결제 외) 

• 유지보수 / 개발아웃소싱 

• 물류(WMS) / 통계 

• 제휴 API 연동 

• 국제결제 
Alipay. Unionpay. Tenpay 
Paypal. Eximbay. Axes 
 

• 국제물류 
• 해외 OpenMarket 연동 

Meilishuo. Amazon. LAZADA 

01 02 03 04 



기업형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통합 웹 애플리케이션 도구로서 

다양핚 특화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nterprise 3.0 Edition 

프론트 채널 통합관리 
 

• PC/Mobile Web&App (Android, iPhone) 

• O2O System 

• Multi Front 

• Franchise Mall 

Enterprise 3.0 Solution 

제휴몰 API 연동 서비스 
 

•국내오픈마켓 연동 

•해외오픈마켓 연동 

•통합 상품. 주문관리 기능 

 물류.재고 통합관리 
 

•물류관리 

•바코스시스템 

•배송자동화 

•입출고/로케이션 관리 

•기간계 ERP 연동 

 

Global System 
 

•멀티언어 

•멀티환율 

•해외결제 

•해외물류 

자체 장착 통계 서비스 
 

•로그분석 

•이커머스분석 

오픈마켓.입점형 시스템 
 

•셀러SCM 

•전자계약 

•정산도구 

•입점사 연동 

엔터프라이즈 3.0 에디션 



Enterprise 3.0 Edition - Applications 
엔터프라이즈 3.0 에디션  메뉴 구성 

‚고객의 사업전략과 운영규모에 맞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핛 수 있습니다.‛ 

Basic Applications 

Additional Applications 

상점관리 상품관리 주문배송관리 회원관리 디자인관리 프로모션 전시 프로모션 마케팅 게시판관리 구매자 정산관리 PG 메일링 / SMS 

셀러관리 미니샵관리 판매자정산 프랜차이즈몰 Mobile Beacon Mobile POS 프로모션 마케팅 

Language Pack 해외물류 환율관리 해외결제 WMS 제휴사연동 전자계약 통계분석 

오픈마켓& 
입점형시스템 

글로벌 
역직구몰 

옴니채널& 
모바일 

부가서비스 



Enterprise 3.0 Major Works 
엔터프라이즈 3.0 에디션  주요 프로젝트 FORBIZKOREA Portfolio 

다이소몰 / 다이소 홈페이지 

㈜세정 – 디디에두표 / 세정몰 

엔터식스 - 엔터식스몰 

CKCO& - 어라운지 커피전문몰 



Enterprise 3.0 Major Works 
엔터프라이즈 3.0 에디션  주요 프로젝트 FORBIZKOREA Portfolio 

사임당화장품 - 뷰티나비몰 

㈜코웰패션 - 오렌지에비뉴 

㈜시공미디어 - 아이스크림몰 

㈜KT – 비즈메카3.0 / 오아시스 



Item HUB 
(Trade Platform) 

Global B2B2C Platform 
글로벌 유통 플랫폼 

‚아이템허브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대문 도매 
클러스터 연동 

01 

남대문 도매 
클러스터 연동 

02 

(외부)유통채널 
연동 

03 

산업단지 
클러스터 연동 

04 

엔터프라이즈 
사용고객사 

05 표준 API 

USA HUB 

EU HUB China HUB 

Japan HUB 

S.Asia HUB 



i-soda(아이소다) B2B2C Platform 
아이소다 B2B2C 플랫폼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동.남대문 패션 아이템이 업데이트되는 

B2B2C몰로서 세계 어디서든 쉽고, 간단하게, 쇼핑, 구매 핛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Item Supply Item Release 

도매처 
직접촬영 

상품 

01 

스튜디오 
촬영 상품 

02 

 
도매 플랫폼 

API 연동 
상품 

03 

해외 
프랜차이즈몰 

04 

제휴채널 

05 

Global 
Open 

Market 

06 

Mobile App 

촬영등록 시스템 

오프라인 콘텐츠 

제작.등록 시스템 

남대문 유아동 

동대문 신발잡화 

중화권 

북미권 

동남아시아 

일본 

해외 젂문몰 

특화 카테고리 몰 

메이리슈어 

LAZADA 

Amazon 

i-Soda 

•입점업체 수 : 2,500개 (국내 1위) •회원 수 : 26,000명 •일일PV : 8만 & 일일UV : 3천~5천 •일일 업데이트 : 1,000여개 • 2015년 누적 아이템 수 : 10만개 



Business Road-Map 
비즈니스 로드맵 

2016 2017 2018 2018 이후 

Total 

eCommerce 

Service 

B2B2C 

글로벌유통 

플랫폼 

‘Global eCommerce 

Total Service’ 

기업도약 

Alliance 확장 및 
Service 고도화 

국내솔루션 
1위 달성(매출기준) 

해외시장 개척 
(3개국 이상) 

유통플랫폼 
제휴 네트워크 확대 

아이템허브 
중국진출 

미주.동남아 포함 
20개국 짂출 



01 

Core Competency 
핵심역량 및 보유기술 

02 

03 

04 

HR 

Skill & Technology 

Networks & Alliance 

Global 

•eCommerce 분야 7년이상 전문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프로패셔널 프로젝트 인력 보유 

•전문 컨설팅을 위핚 eCommerce System 전문가 보유 

•대형 eCommerce 시스템 설계.구축.노하우 및 유통 서비스 플랫폼 운영 노하우 보유 

•O2O를 위핚 APP개발 및 사물인터넷 (Beacon) 서비스 개발 기술.경험 보유 

•고객.파트너등 국내외 다양핚 eCommerce Business 파트너 보유 

•패션.뷰티 유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핚 유통 파트너 보유 

•UTF-8 지원, Multi Front 구현, Multi Language, Currency 가능핚 eCommerce SW 솔루션 보유 

•해외결제 / 해외물류 / 해외마케팅 / API 연동서비스 등 Global Total Service 제공 가능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서비스표 등록증 직접생산 확인증 프로그램 저작권 

확인증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TTA 인증 



Human Resources & Culture 
인재상 및 조직문화 

Professionalism 

전문성 

Personality 

인성 

Teamwork 

팀원 

‘도전’을 위한 인재상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Client 
주요 고객사 FORBIZKOREA  Business Partner 



Contact Us 
오시는 길 

Address : (양재동 본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2층 (건영빌딩), (동대문 지사) 서울 동대문구 무학동 성지빌딩 

5층 Tel :   02-2058-2214 Fax :   02-2058-2215 e-Mail :  korea@forbiz.co.kr  /   tech9@forbiz.co.kr 

Website : www.forbizkorea.com 

                   www.mallstory.com 

                   www.isoda.co.kr 

http://www.forbizkorea.com/
http://www.mallstory.com/
http://www.isod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