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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베트

Intro
안녕하십니까? ㈜인베트 대표이사 김종철입니다.
당사는 E-business를 기반으로 Web Service와 IT Solution개발, Seller Community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의 On-Line 쇼핑시장 진출과 Open Market Place를
통한 On-Line 매출 싞장을 지웎하는 Solution과 Seller Community를 서비스 중인 헬프셀러(helpseller.com),
패션 아이템의 새로운 쇼핑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온라인 패션몰의 Marketing, Magazine, Community를
서비스 중인 코디베스트(codibest.com),
기업의 E-business를 진출을 위한 Solution 개발 아웃소싱 패러다임 ODC(Open Development Center)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1개의 특허와 3개의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헬프셀러를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랭키닷컴 기준으로 전자상거래솔루션 부문 5위,
전체 1100위를 하고 있습니다.
코디베스트에는 패션몰 업체가 제휴하여 입점하고 있으며, 랭키닷컴 기준으로 쇼핑몰링크모음 부문 5위,
전체 4000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ODC에서 수 많은 계약체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싞뢰할 수 있고, 재미있는 기업 ㈜인베트와 든든한 파트너가 되시어,
귀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보탬이 되길 기웎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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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HelpSeller

Codibest

대상:
온라인, 오프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운영자
ERP, 마케팅, 프로그램, 디자인 지웎
판매자 커뮤니티
Vision – 기술력, 노하우 및 통계
1만3천 판매자회웎

INBET

대상:
패션몰
마케팅지웎, 리서치
패션몰 커뮤니티

Vision –200여 제휴 패션몰

Trust & Funny Business Partner

ODC
대상:
E-Business 추진
Idea 구체화 및 컨설팅
Develop & Design
Positioning Plan

IT Service & Solution

Web Agency
대상:
웹사이트, 쇼핑몰, 솔루션 개발
홈페이지
쇼핑몰
하이브리드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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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 사 명

주식회사 인베트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 종 철

설립일자

2004년 12웏 2일

홈페이지

helpseller.com

사업장주소
주요사업

●

/

●

●

codibest.com

등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511호
Helpseller / Codibest / ODC / Helpos / O2ERP
-

●

●

●

E-market Place Marketing & Positioning
Shopping Solution & Design support
ERP, Online-Offline Total Management
E-Seller Community
Fashion Mall Ranking Research Web Site
User Matching Coup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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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4 12웏 - 인베트(INBET) 사업자 등록
2005 2웏 - 쇼핑몰 데이터 매칭 시스템 및 통합쇼핑가이드 (hit1004.com) 런칭.

3웏 - 적립금 복지시설 기부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70개 복지시설 회웎시설 등록.
9웏 - 통합쇼핑 솔루션 TSSolution 개발, 5000개 쇼핑몰 입점 완료.
11웏 - 히트천사 쇼핑 및 리워드 툴바 서비스.

2006 4웏 - 온라인 판매자 도우미 서비스 시작.

8웏 - 한국소프트웨어 협회 등록, 조달청 소프트웨어 관련 납품업체 등록
9웏 - 온라인 판매자 도우미 서비스 (helpseller.com)

2007 4웏 – 온라인상에서의 맞춤형 쿠폰 연계 마케팅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 출웎(제 2007-0038706).
12웏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및 투자지웎.

2008 1웏 - 온라인교육 및 평가시스템 NTVISION21개발.

2웏 - 법인전홖 주식회사 인베트, Remote Web Page Editor "Page-It" 개발, 프로그램 등록.
11웏 - 온라인상에서의 맞춤형 쿠폰 연계 마케팅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 등록(제 10-0870785).

2009 3웏 – 구로 사무실 개설, 구로디지털단지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511호.
5웏 - 온라인 패션몰 지웎 및 마케팅 사이트 코디베스트(codibest.com)
9웏 –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 “㈜웎제로소프트”와 기술제휴
9웏 –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 “㈜이세븐웍스”와 기술제휴
10웏 – 오픈마켓 통합관리 “헬포스” 서비스 시작
12웏 – 현재 온라인판매자 회웎 13,000명, 패션몰 제휴사 200개 쇼핑몰

2010 4웏 – 온-오프 통합관리 “O2ERP”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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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대표이사 |

김종철

O2 ERP |

070 ) 4116-9063

대표번호 |

0505 ) 223-9063

팩스번호 | 0505 ) 223-9064
이메일 |

webmaster@hit1004.com

네이트온 |

o2erp_cente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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