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 쇼핑몰 통합관리 , 온라인 광고 , 글로벌 판매 대행 , 홈페이지 제작
세상의 모든 상거래를 지원하는 가비아CNS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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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CNS와 함께 하는 고객사

01_ Profile

회사명

㈜가비아씨엔에스 [Gabia C&S, Inc.]

설립일

2008년 1월 9일

대표

원종홍

직원수

129명 [2020. 12 기준]

자본금

17억

매출액

127억 4,000만 [2020. 12 기준]

사업영역

쇼핑몰, 쇼핑몰 통합관리, 온라인 광고, 해외 판매, 홈페이지 제작

URL

gabiacns.com

가비아CNS의 모회사인 가비아는 도메인, 클라우드, IDC/호스팅, 그룹웨어, 보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IT 인프라를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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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 Goal

가비아CNS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제작 전문 업체로
쇼핑몰 솔루션 ‘퍼스트몰’, 쇼핑몰 통합 관리 ‘이셀러스 주머니’,
온라인 광고 대행 ‘다이애드’, 글로벌 판매·운영 ‘가비아 글로벌’,
쇼핑몰·홈페이지 구축/SI ‘가비아 홈페이지’, 웹사이트 빌더 ‘클릭엔‘ 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어
세상의 모든 상거래 서비스 지원을 통해
새로운 e-BIZ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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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 Stats

가비아CNS 직원

129명
가비아CNS 매출

12,747,000,000원
2020년 기준

퍼스트몰 창업

주머니 이용자

120,000개

11,000명

연간 퍼스트몰 통한 거래

연간 주머니 통한 거래

2,898억 원

7,332억 원

연간 해외 거래

상품 판매 협력사

120억 원

500 여 개

월 광고 대행 고객

연간 홈페이지 구축

1,070개

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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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 Business Area

전자상거래 고객의 비즈니스 동반자

a

홈페이지

쇼핑몰 제작

쇼핑몰 통합관리

온라인 광고 대행

글로벌 판매 ·운영

홈페이지 구축/SI

쇼핑몰 제작,
‘퍼스트몰’만 기억하세요.

통합관리 솔루션 ‘주머니’로
오픈마켓 관리를 한 번에!

‘다이애드’에서 더 잘 팔
리는 곳에 광고하세요.

‘가비아 글로벌’에서
수출부터 운영까지, 모두 가능

홈페이지 제작부터 운영까지
믿고 다 맡기세요.

· 임대 쇼핑몰
· 클라우드 쇼핑몰
· 입점형 쇼핑몰
· 라이브 쇼핑

· 국내 마켓 통합 관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임대몰 연동)
· 상품, 배송, 고객 관리

· 포털, 오픈마켓 광고 대행
(네이버, 카카오, 구글,
G마켓, 옥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해외 쇼핑몰 구축, 운영
· 해외 판매 ·운영 대행
(아마존, 알리바바 등)
· 국내 운영 대행

· 웹사이트 빌더 ‘클릭엔’
· 맞춤 제작
(민간, 공공 SI 전문 구축)
· 간편 제작,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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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솔루션 ‘퍼스트몰’
퍼스트몰은 쇼핑몰 운영을 위한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보다 쉽고 편한 쇼핑몰 관리를 원한다면 퍼스트몰이 정답입니다.

쇼핑몰 제작, 퍼스트몰만 기억하세요.
무제한
상품수

빠른
속도

상품필터
검색

상품
후기

기획전
이벤트

회원
등급

쿠폰

마일
리지

카테
고리

브랜드

주문
결제

반품
교환

취소
환불

배송방법
배송비

FAQ
1:1문의

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쇼핑몰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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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 ‘이셀러스 주머니’
주머니는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업을
한번에 처리하여 판매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입니다.

이셀러스 주머니 하나면, 다수의 오픈마켓 관리가 쉬워집니다!

상품관리
· 일괄 상품등록/수정
· 쇼핑몰 상품 수집
· 상품 품절/재개
· 마켓 간 상품 복사 등록

고객관리
· 질문,리뷰 수집
· 일괄 답변 전송
· CS메모 관리
· 고객 통합 검색

배송관리
· 주문 수집
· 송장 전송
· 클레임 동기화
· 정산/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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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오픈마켓, SNS 광고 대행 ‘다이애드’
당신의 마케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모든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잘 보이고 많이 팔리는 곳에 광고하세요.
포털

오픈마켓

av

\

소셜 네트워크

ava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모든 광고를 대행합니다.
당신이 상품이 잘 팔리고 서비스가 성장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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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판매 대행 및 운영 ‘가비아 글로벌’
정부지원수출사업 수행기관, 알리바바 한국 공식 파트너, 전문무역상사에 빛나는
가비아 글로벌에 수출을 맡겨주세요.

글로벌 판매부터 운영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해외 판매 대행

알리바바닷컴 공식 파트너

국내 운영 대행

· 주요 글로벌 마켓에 판매 대행

·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

· 상품 관리, 주문관리, 배송 관리

· 글로벌 쇼핑몰 제작과 운영 대행

· 2억 5천만 명 이상의 바이어 보유

· 국내 쇼핑몰 운영 대행

정부지원수출사업 수행기관, 알리바바 한국 공식 파트너, 전문무역상사에
빛나는 가비아 글로벌에 수출을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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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부터 유지관리까지
복잡한 홈페이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홈페이지 제작부터 유지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맞춤 제작

직접 제작

간편 제작
간편 제작

· 공공, 민간 SI 등 10년간 축적한 레퍼런스

· 프리미엄 템플릿을 이용한 제작

· 저비용으로 DIY로 직접 제작

· 업계 최고 수준의 IT전문가의 컨설팅

· 년/월 비용 없이 제작 완료 후 소유권 제공

· HTML 코드를 몰라도 누구나 이용가능

· 100% 하자보수 보장

· 합리적인 금액으로 PC/mobile 지원

· 블록을 이용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편집

제작부터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제공과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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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 Customers

저희와 함께 하는 고객사분들입니다

당신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gabiacns.com
쇼핑몰

firstmall.kr

1544-3270

ec@gabiacns.com

쇼핑몰 통합관리

esellers.co.kr

1544-8318

support@esellers.co.kr

온라인 광고

diad.co.kr

1644-4527

shoppingad@gabiacns.com

글로벌 판매 대행

gabiacns.com

070-4331-5361

commerce@gabiacns.com

홈페이지 제작/SI

freehome.gabia.com

02-6907-6841

sales@gabiacns.com

웹사이트 빌더

clickn.co.kr

1544-17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4층(403호), B동 3층(322,3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