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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로, 우리는 함께 최종 
컨셉을 향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주된 생각은 하나의 점이 우리를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비아는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무한한 연결과 
가벼움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착안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다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무수한 도전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생각과 특성들을 포함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가벼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역동적이고 강력한 
비주얼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Connecting one idea 
to the other… 



토탈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의 국내 4대 대표브랜드 중 하나인  

가비아C&S의 쇼핑몰 브랜드 퍼스트몰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 편리한 쇼핑몰 구축 서비스를 비롯하여,   

쇼핑몰 창업과 구축에 대해  Total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몰은 운영자와 구매자를 생각한 가장 앞선 쇼핑몰인 동시에  e-Commerce 시장을 리딩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13-86-18829 

법인명 ㈜ 가비아씨엔에스 

대표이사 원종홍 (가비아 CFO)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3층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자상거래, 광고대행업 



주요 고객사 



제휴사 



INFRA- 
STRUCTURE 

firstmall.kr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인프라 및 솔루션) 

Member 603,500   /   Domain 524,932   /   Hosting 146,328 

기 술 력  |  노 하 우  |  경 험  |  도 전 정 신  

WEB SI · 호스팅 · 도메인 · 솔루션 · IX사업 · 그룹웨어 · 쇼핑몰 

•  폭넓은  온라인 서비스  : 웹/온라인 토탈 서비스 실현 •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 전개 

전체  도메인/호스팅/그룹웨어 점유율 30% 이상  

전체 가비아 회원 등록 도메인 호스팅 이용 고객 

•  IT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지원 

146,328 
Hosting 

WEB 
TOTAL 
SERVICE 

524,932 

603,500 



Lightness Stream 

Speed: invisible > visible Connections 

Traffic Gateway 



Business Service 

Shopping mall 

Agency 

Word Press Word Press 

Groupware 

Hosting IDC 

Mobile Cloud 



가비아 FIRSTMALL 

Commerce에 대한 이해도 

가비아는 자체 쇼핑몰 솔루션 퍼스트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가비아 FIRSTMALL 



가비아 FIRSTMALL 



가비아 FIRSTMALL 



가비아 FIRSTMALL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경쟁력 있는 카드수수료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4% (업계최저) 
계좌이체 : 1.8% (최저수수료 200원) 
가상계좌 : 건당 300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4% (업계최저) 
계좌이체 : 1.8% (최저수수료 200원) 
가상계좌 : 건당 300원  
현금영수증 : 무료 제공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4% (업계최저) 
계좌이체 : 1.8% (최저수수료 200원) 
가상계좌 : 건당 300원  
현금영수증 : 무료 제공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4% (업계최저) 
계좌이체 : 1.8% (최저수수료 200원) 
가상계좌 : 건당 300원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4% (업계최저) 
계좌이체 : 1.8% (최저수수료 200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시 2.0%, 최저수수료 300원) 
가상계좌 : 건당 300원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시 건당 500원)  

수수료 (부가세 별도) 
신용카드 : 3.5%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7%가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탑재되어, 고객에게 더욱 쉽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모방할 수 없는 뛰어난 설계로 구현한 퍼스트몰 

SCM 
재고관리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판매관리시스템(쇼핑몰)과 통합된 재고관리 시스템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실시간 연동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재고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최적화된 재고관리 시스템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아마존과 같이 실제 소비형태를 기록하여 상품을 추천합니다. 사용자들의 구매 형태 기록은 다른 이에게 유용

한 정보가 됩니다. 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구매율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PC/모바일 동시 지원되어 사이트를 

더욱 풍성하게 하며 고객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 서비스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소비자에게 6가지 상황에 대한 인공지능 문자, 이메일을 자동 발송합니다. 

쇼핑몰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구매율이 높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쇼핑몰, 인공지능 맞춤 메시지 전송 

인공지능 맞춤 메시지로 유입된 고객이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발송한 맞춤 정보

에 고객이 얼마나 반응하고 상품을 구매했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도표로 제공합니다.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SNS아이디만으로도 쇼핑몰 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하며,  

등급별 구매혜택 기능으로 더 체계적으로 회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SNS아이디만 있어도 편리하게 가입 되어, 회원 수가 증가하고 이는 곧 쇼핑몰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페이스북 아이디로 가입한 고객은  쇼핑몰로 친구 초대가 가능하며,  

이때 친구를 초대한 회원과 초대받은 회원 모두 적립금/포인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SNS 계정으로 간편한 회원가입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퍼스트몰이 제공하는 EYE DESIGN 툴만 있으면 모든 쇼핑몰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나 웹 디자인을 몰라도 클릭 3번만으로 메인에서부터 마이페이지까지 

모든 디자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플래시, 상품, 팝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편리하게 디자인 할 수 있고  

화면에 보이는 영역을 위해 최상의 디자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EYE DESIGN 직접 보면서 디자인 편집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회원등급이 설정되면 자동으로 산정하여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회원등급이 자동 처리 됩니다. 

회원등급만 잘 관리해도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산정되는 회원등급 관리 

총 구매금액, 상품구매 개수, 주문횟수를 각각 선정하여 회원등급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등급 기준은 구매금액/상품구매개수/주문횟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기여도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같은 상품이라도 1개씩 배송할 수 있어 한 번에 많은 상품이 주문될 때 1개씩 나누어 출고할 수 있어 주문 관리

가 효율적입니다. 또한 주문된 상품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취소로 인한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주문 처리 시스템 

자동으로 구매 확정 및 주문 무효가 되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실제 결제되지 않은 주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

동으로 삭제됩니다. 또한 구매확정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배송완료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최신 트렌드 및 최신 UI/UX가 반영된 모바일샵 TOP 은 모바일 사용자 쇼핑패턴을 집중 분석하여  모바일 친화적

인 기능들로 가득합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 상품 진열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상품 리스트 전용 네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되어 

상품 검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좌측 슬라이드 메뉴를 통해 어느 페이지에서건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 가능하며 브랜드 검색 또한 용이합니

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형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미니샵 기능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모바일 쇼핑에 최적화된 모바일샵 TOP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모든 고객을 빈틈없이 잡는 똑똑한 상황 별 할인쿠폰으로 신규가입 축하 쿠폰부터 요즘 구매가 뜸한 회원을 위

한 컴백회원 쿠폰까지, 한번 온 손님을 빈틈없이 놓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눈과 마음을 붙잡는 다양한 할인쿠폰 

하나의 쿠폰 종류로 여러 개의 쿠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쿠폰이 다중 발급 가능합니다.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11번가”, “쿠팡”, “네이버 스토어팜” 오픈마켓 연동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퍼스트몰 주요 기능 

서비스별 비교표 



FIRSTMALL 차별화 서비스 

타사 서비스 비교 



쇼핑몰부문 구축 실적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사업기간 

시공미디어 아이스크림몰 시공미디어 180,000 2017 

신라면세점 중국몰 딜로이트 640,000 2015 

오뚜기 쇼핑몰 더연 224,000 2015 

야구용품-LG 트윈스 LG CNS 150,000 2015 

현대 택배 쇼핑몰                  현대 로지텍스 225,000 2015 

수상레저 전문 다이버스몰 다이버스 55,000 2015 

구매대행 사이트 폴로믹스 70,000 2015 

KCP PG사 종합몰 10,000 2015 

특산물 쇼핑몰 – 강원마트 강원도 산경원 190,000 2015 

특산물 쇼핑몰 – 강원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강원도산경원 

220,000 2015 

임직원용 폐쇄몰 대교 210,000 2014 

NC 다이노스 야구몰 190,000 2014 

아프리카TV 콘텐츠 몰 330,000 2014 

보령제약 유아용품 전문몰 맘스맘 160,000 2014 

이지홈쇼핑 쇼핑몰&앱서비스 320,000 2014 

( 단위 : 천원 ) 



Portfolio 

이지홈쇼핑 : ezshopping.co.kr 



Portfolio 

신라면세점 중국몰 : cn.shilladfs.com/main/main.do 



Portfolio 

판다코리아 : pandakorea.com 



Portfolio 

보루네오가구 : borneoshop.co.kr 



Portfolio 

아프리카TV : http://tv.afreecatv.com/ 



Portfolio 

오뚜기몰 : http://www.ottogimall.co.kr/ 



Portfolio 

강원마트 : gwmart.kr/main/index 



Portfolio 

NC다이노스몰 : http://ncshop.firstmall.kr  



Portfolio 

화해 : http://hwahae.co.kr/ 



Portfolio 

SBS골프숍 : shop.golf.sbs.co.kr/main/index.php 



Portfolio 

보령제약 맘스맘 : www.momsmom.com 



Portfolio 

현대택배 쇼핑몰 : www. hlcsh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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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키다리영어샵 : www.ikidari.co.kr 



Portfolio 

정철어학원 : edu.jungchul.com 



Portfolio 

유세린 : http://www.eucerin.co.kr/main/index 



Portfolio 

민낯닷컴 : http://minnot.com/ 



Portfolio 

뷰티베이커리 : http://beautybakery.com/ 



Portfolio 

국내1위 전자부품 전문몰 엘레파츠 : http://www.eleparts.co.kr/ 



Portfolio 

애견전문몰 복실이 : http://www.bogsili.co.kr/ 



Portfolio 

패션전문몰 원더플레이스 : http://www.wonderplace.co.kr/ 



Portfolio 

바른손 카드: http://celemo.co.kr/ 



Portfolio 

플로믹스 : http://polomix.co.kr/ 



 
이중희 차장 | ljh4009@gabia.com | 02-6907-6845 | 010-9109-22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3층) 
직통전화 : 02.6907.6845 / FAX_02.6907.6801 

Copyright ⓒ GABIA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