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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Form 서비스 개요 



• SNS 정보 파급력을 기반으로 쉬운 판매, 양질의 상품 구매가 가능한 새로운 ‘SNS커머스’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 기존 커머스 기능의 부재로 수작업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NS와 커머스가 만나는 新 성장시장!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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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출처: 다날, KCP 자료 기반 추정 데이터 

2016년 

3,100 

[SNS커머스 예상시장규모] 

(단위: 억원) 

SNS커머스란?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SNS* 기반의  전자상거래 

* SNS(Social Network Services)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별도의 마케팅 비용 없이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확산 

별도의 구축 및 운영비용 없이 소자본 창업 가능 



• 판매자의 편리한 상품거래를 위한 통합판매관리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www.snsform.co.kr 
•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관리기능으로 높은 매출과 효과적인 판매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One-Stop 판매관리 솔루션, SNS Form 
SNS Form이란 

SNS Form이란 

SNS 內 주문부터 정산까지 One-Stop 통합관리하세요! 

SNS Form 이런점이 좋아요! 

<판매자> <구매자> 

① 상품등록 ⑥ 주문조회 

② 주문서제공, 
⑤ 주문확인 
⑧ 정산 ④ 주문결제 

③ 주문서링크, ⑦ 상품배송 

통합판매관리 

주문 
관리 

매출 
관리 

상품 
관리 

고객 
관리 

One-Stop 
판매/정산 관리 

상품/주문내역 
무제한 

수수료 없는 
무통장 주문 

저렴한 
문자/결제수수료 

결제 취소수수료 
No 



One-Stop 판매관리 

Easy 주문서 

다양한 결제수단 

Smart 알림서비스 

SNS Form 특장점 

판매자 미니샵 

실시간 배송관리 

주문공유[공급자] 



One-Stop 판매관리 

• 주문부터 정산 까지 복잡한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Tool 하나로 간편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주문/결제/매출/정산 관리를 한번에! 

• 상품별 주문관리 
• 거래상태별 주문관리 
• 현금영수증 발급 관리 
• 무통장 입금내역 조회 
• 빠른 조회 

주문관리 

• 매출관리 
• 정산내역 

정산관리 

 999건 

 999건  999건  999건  999건  999건 

One-Stop 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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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등록과 동시에 주문서 링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다양한 SNS채널에 주문서 링크만 노출하시면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문서 링크로 쉽고 간편한 상품진열! 
EASY 주문서 

운영 중인 SNS에  붙이기만 하면 판매 준비 완료 
주문서 URL(예) : http://goo.gl/doryO3 

상품등록(주문서 링크 자동 생성) 상품목록(주문서 링크 퍼가기) 상품노출(SNS에 링크 붙이기) 

Easy 주문서 

등록 상품 URL 퍼가기 
클릭 시 즉시 링크 복사 

http://goo.gl/dory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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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휴대폰/카카오페이/가상계좌/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 무통장입금으로 판매자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의 결제도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결제수단! 
다양한 결제 수단 

신용카드 

휴대폰 

 무통장 주문은 판매자 계좌 안내(수수료 없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 

다양한 결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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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주문을 포함한 모든 주문 건은 상태에 따라 실시간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제공합니다 
  (무통장 주문 건은 입금내역을 자동으로 비교/매칭하여 주문내역에 반영합니다) 

자동 입금확인 시스템으로 주문상태 전체 Check! 
Smart 알림서비스 

• 무통장 주문(계좌안내) 

• 무통장 주문(입금완료) 

• 주문완료 
• 배송안내(송장번호안내) 

• 주문취소 
• 문의답변 알림 

 
* 발송요금(유료회원기준, VAT별도) 

  - SMS 문자 :12 ~ 15원 
  - 알림톡     :  8원 

SMS/알림톡 관리 

Smart 알림서비스 

- 환경설정 > 결제수단 설정 > 무통장 자동 입금확인 
서비스 신청  자동 비교/매칭 주문내역 반영 

- 판매자 선택사항 (유료서비스) 
- 실시간 SMS/알림톡 발송 

자동 입금확인 



• 주문조회/인기상품/1:1문의 관리 및 여러 주문 상품을 한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매자 別 맞춤형 미니샵! 
판매자 미니샵 

미니샵 URL  : http://ID.snsform.co.kr 

판매자 미니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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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중>인 상품의 송장번호를 추적하여 자동으로 <배송완료> 처리 합니다 

배송추적 시스템으로 배송상태 실시간 관리! 
실시간 배송관리 

실시간 배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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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공급자의 업무 협업 도우미! 
주문공유[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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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공유[공급자] 

• 공급자 등록 
• 공급자 검색 
 
* 상품등록 시 공급자 설정을 통해 공급자와 상품 주문관리 공유 

판매자 (공급자 관리)  

• 공유 주문관리 
• 배송관리(송장입력) 
 
* 공급자 ID를 통해 공급자가 직접 배송관리 

공급자 (배송관리)  

• 공급지에서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상품 공급자의 정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주문 및 배송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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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Form 이용안내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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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간편한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상품 등록 

주문서링크 
노출 

주문/결제 
(판매관리) 

온라인 
회원가입 

정산 

[가입안내사항] 
 

※ 계약서는 작성 후 등기발송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계약서 다운로드 : SNS Form 홈페이지 > 판매자가입안내 > 서비스 계약서 다운로드 
 

※ 결제규모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SNS Form 홈페이지 > 판매자가입안내 > 보증보험 발급 신청 

SNS Form SNS Form SNS 판매 채널 

가입승인 주문서링크 
자동생성 

SNS Form 이용절차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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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유료회원 가입 시 다양한 결제수단을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합니다 
• 다양한 가격 옵션의 SMS/알림톡 충전 상품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저수준의 이용요금! 

※ 실시간계좌이체는 결제금액 1만원 초과부터 가능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은 결제규모에 따라 필수 가입하셔야 정산이 진행됩니다. 
1. 매출에 따른 담보와 보증비율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월 승인한도는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설정되며, 한도 증액 등 조정은 본사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구분 유료회원 무료회원 
가입비 200,000원  100,000원 (VAT 포함) “할인 이벤트” 무료 

년 이용료 100,000원 (VAT 포함)   “초기면제” 무료 

상품등록/주문 무제한 무제한 

수수료(VAT별도) 
신용카드 3.3 % / 핸드폰 5.0 % / 카카오페이 3.6% 

실시간계좌이체 2.3% / 가상계좌 300원 
신용카드 5.0 % / 핸드폰 7.0 %/ 카카오페이 5.0% 

실시간계좌이체 5.0% / 가상계좌 500원 

정산주기 D+7 일 정산 D+7 일 정산 

구분 충전금액 제공건수 추가혜택 총 건수 건당 가격 

SMS 

 10,000 원  660건 - 660건 15원 

50,000 원 3,330건 - 3,330건 15원 

100,000 원 6,660건 480건 7,140건 14원 

300,000 원 20,000건 3,070건 23,070건 13원 

500,000 원 33,330건 8,330건 41,660건 12원 

알림톡 
100,000 원 10,000건 2,500건 12,500건 8원 

500,000 원 50,000건 12,500건 62,500건 8원 

판매자 회원유형별  

SMS/알림톡 충전 상품 ※ 무료회원의 경우, 상품 금액이 상이함 (최대 20원~12원, VAT별도)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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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회사개요 

회사연혁 

주요사업   

계열사현황 



회사 설립일 

한국거래소(KRX) 상장일 

대표이사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액 

종업원수 

1986년 1월 9일 

1997년 8월 27일 

김윤덕 

2,513억원 

191억원  

7,458억원      

587명  

1,675 

2,004 

2,131 

2,389 

2,513 

2011 2012 2013 2014 2015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 11.7% 

[2015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다우기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1.7%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15년 매출 2,513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Daou Profile 
회사개요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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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설립 

1986 

넷스케이프 사업 

1995 

키움증권 설립 

2000 

가상화 사업 
키움증권 IT 아웃소싱 서비스 

2005 

1987 

Informix 사업 

1997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2001 

SMS 대량 문자서비스 

2006 

오픈소스 사업 

2014 

다우오피스(그룹웨어) 

도메인, IDC 서비스 

2010 

회사연혁 
회사연혁 

다우기술은 Informix, 넷스케이프 사업을 시작으로 SMS 대량 문자, 키움증권 IT 아웃소싱, 가상화 및 오픈소스 

사업 등을 거쳐 현재는 데이터센터, 그룹웨어 사업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Daou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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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근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SMS 문자 
인터넷 팩스 
모바일 상품권 
대량메일 

데이터센터 및  
기업용 협업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센터 
그룹웨어 
기업메일 

최상의 기업용 
IT 인프라 SW 솔루션 

가상화 
오픈소스 

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경험에 
기반한 IT 전문 서비스 

IT 아웃소싱 
시스템통합 (SI)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 

Cloud 사업 Biz Infra SW 사업 ITO 사업 

주요 사업 모델 

주요사업 
주요사업 

다우기술은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업, 최상의 기업 인프라 제공을 위한 Cloud 사업,  

Biz Infra SW 사업, ITO 사업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비즈니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Daou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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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현황 
계열사현황 

다우키움그룹은 7개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매출 2015년 기준 1조 3천억원의 중견 그룹사 입니다.  

  

DaouKiwoo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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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NS Form 고객센터 

070-8707-1220 

 snsform@dao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