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Company Overview

㈜ 엔더스

Enders co., Ltd.

회사명

㈜엔더스

설립일

2013년 7월 13일

직원수

20명(2016년 3월 현재)(기술직 : 16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8 삼성빌딩 401호

사업분야

Total Messaging Solution, SI, IT Outsourcing
Web, Mobile(APP) 구축, Online Service

•

•

History
•

•

2016 한국암웨이 ITO BIM, Infra 부문 수행업체
선정
Tour Linker 웹/모바일 구축 협약 체결
2015 롯데하이마트 세일즈 툴 구축사업
SBI 저축은행 리뉴얼
한국암웨이 COP 시스템 개선 사업 수행
Push Solution 개발 진행
정보화 마을 Messaging 솔루션 구축
2014 법무부, 한국고용정보원 외 다수 Messaging
솔루션 구축
한국암웨이 T-Commerce 사이트 구축
2013 주식회사 엔더스 설립

현재 진행 중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
유지보수
(SM)

1.
2.
3.
4.

한국암웨이 BodyKey & Young Bodykey 구축
Tour Linker 여행 오픈마켓(웹/모바일)구축
롯데하이마트 세일즈 툴 구축
한국암웨이 우편변호 체계 개선 수행

1.
2.
3.
4.
5.
6.

한국암웨이 ITO Back Office 부문 운영사업
한국암웨이 ITO Infra 서버 부문 운영사업
한국고용정보원 전자민원 통지 시스템
법무부 소년보호관찰소 Messaging 솔루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량메일 유지보수
신용회복위원회 Messaging 솔루션 유지보수
외 다수 SM 및 솔루션 유지보수 진행 중

사업 영역
Business Domain

Total Messaging
Solution

Unified Messaging
•

Email, SMS, Push등 마케
팅 채널 통합관리

•

마케팅 채널별 분석/통계

•

자체 발송엔진 보유

•

각 채널별 별도 분리 판매

•

설문조사, Push 알림 앱
부가 상품

System
Maintenance

SI/Web(Mobile)
Site 구축

System Integration

System Maintenance

Online
Service

BtoB, BtoC Service

•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

IT Outsourcing Service

•

OtoO 기반 서비스

•

고객 맞춤별 시스템 구축

•

•

Mobile 광고 서비스

•

Web/Mobile Site 구축

Front, BackOffice, Infra
Structure 운영 서비스
Messaging System 운영

•

Rewards 서비스

•

Solution Maintenance

•

Travel Contents 서비스

•

System Consulting

•

•

Web, Mobile 서비스 기획 및
Consulting 제공

•
•

UI/UX 컨설팅 서비스
Mobile App(IOS, Android)
개발 구축

조직도
Organization

대표이사

자문단

Solution Dept

SI/SM Dept

경영지원본부

Service Dept

Technology Dept

 Project Directing

 Project Directing

 Service Planning

 Solution & SI Develop

 Sales

 Coordinating

 Marketing

 Application Programming

 Marketing

 Project Methodology

 Service Development

 Messaging Engine Develop

 Product Install

 AKL ITO

 Service Operation

 Publishing/Cording

 Sales Engineering

 e-BiZ Consulting

 Creative Design

 Responsive Web

 PM Group

 Publishing

회사연혁
History

Ongoing

2015

2013~2014

• Mobile BtoC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진행

• 한국암웨이 COP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 에버그린21 메일시스템 구축

• Tour Linker 오픈마켓 리뉴얼 진행

• 네티브 Push 솔루션 공동 개발 협약 체결

• 한국고용정보원 전자민원 통지 솔루션

• 한국암웨이 ITO Back Office, Infra Part

• 한국암웨이 도로명 전환 시스템 구축

• 법무부 소년보호관찰소 UMS 솔루션 유지보수

• 한국암웨이 Adobe Adobe Analytics

• 대전정부통합센터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한국암웨이 우편번호 체계 개선
• 한국암웨이 BodyKey & Young Bdykey

시스템 구축

•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 ADT 캡스 웹사이트 리뉴얼 사업진행

• 에이에스티소프트 소프트웨어 웹방화벽

• 정보화마을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구축

• ‘카이퍼넷’ 국내 총판 계약 체결

• 롯데하이마트 세일즈 툴 구축

• 한국암웨이 Global Adobe 분석 툴 구축

• 네티브 형상관리 솔루션 공동 개발 협약 체결

• SBI 저축은행 리뉴얼

• 신용회복위원회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 한국암웨이 T-Commerce 사이트 개발

사이트 구축

유지보수
• 한국암웨이 UMS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한국암웨이 Gen Y Festival 서비스 사이트 구축
• 엔젤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

• 주식회사 엔더스 설립

제품소개 AXon for UMS
UMS(Unified Messaging Solution)
연계시스템

UMS Platform

발신자

서비스 흐름 내용

Admin Web Application

6

수신자

4
5

Channel Service Management

기간계 시스템

eMessage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3

Engine
Email
SMS

Scheduler & Contents
Channel Broker

Channel Sending Engine

PUSH

UMS Platform 연계 Interface

2

Target Analysis Management

LTE/WIFI/Internet Communication Layer

1

1

마케팅 기획/등록 및 대상자
선정, 발송 채널 선정

2

과거 마케팅 이력 정보 조회
타겟 대상자 정보 조회
마케팅 ROI 조회

3

대상자 정보, 채널시스템
트랜젝션 정보, Public 망 조회

4

발송대상자/발송대상채널 별
선정 후 해당 발송 엔진별
대량 및 실시간 발송

5

수신여부, 읽음확인, 컨텐츠 내
링크클릭 정보 자동 수신,
대상정보 저장

6

발송결과에 따른 통계분석,
리포트 생성 및 관리
마케팅 결과 ROI 분석 진행

대내외 채널 시스템

통신사

Response Engine

DBMS
Target관리

컨텐츠관리

UMS관리

통계분석

APNS & GCM

제품소개 – AXon for Smart Push
Mobile Push Solution
AXon은 자체 개발한 Push Notification Server(Private Push Server)를 내장하고 있어 기존 Push 솔루션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
비스를 제공하며, 메시지 발송 성공률을 높여주고, 수신 및 클릭정보를 수집하는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AXon 웹 어플리케이션
Push
업무 등록

대상자관리

메시지관리

통계

시스템관리

AXon DB
Response
Data

담당자

AXon 발송 모듈

Transaction
Data

Recovery Manager

Public 방식
Push 전달

Public cloud 서버

Private 방식 Push전달

고객

SMS 전달

GCM / APNS

Message Platform
Customer
Profile

Public sender
Scheduler
Private sender

SMS sender
발송 실패 시 SMS 연계 재 발송
(별도 SMS 발송모듈 필요)

Success
Failure
Open

AXon 수신 모듈
Response Manager

반응응답 수집

SI & SM Business
SI & SM Business
Enders Development Methodology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함께 찾는

WE = TEAM

Customer & Enders
…
I & YOU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합리적인
시스템
운영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효과적인 SI&SM 방법론을 통한
우수한 구축 결과물 및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

즐거움
편리함

적극적인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프로젝트의 완성도 향상

Customer 와 Enders의 성공적인 구축사례를 통한 향상된 서비스 및 관계 변화

Online Service Business
Web & Mobile Service Model
Enders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Online Service 및 문화 창출

O2O
Service

Mobile
AD

Service
Platform

고객과 보다 가깝게

스마트하게

다양하게

소상공인에서 대형마켓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더 가까운 서비스 제공

모바일 시대에 Smart한
AD 서비스로
사용자 모두가 Win-Win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Business & Service
Platform 구축

Our Portfolio
Major Project

Brand

Public

Finance & etc

한국암웨이

한국고용정보원

SBI 저축은행

• ITO 운영 프로젝트(Back Office, Infra)

• 전자적 민원통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웹사이트 리뉴얼 및 Push 솔루션 구축

• 도로명 주소 체계 전환
• Bodykey & Young Bodykey
• COP 개선, Adobe Analytics 구축

정보화마을
•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Tourlinker
• 여행 오픈마켓 플레이스 구축

• Nutrilite Home Café

신용회복위원회

• U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자문서통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롯데하이마트

법무부

• 하이마트 세일즈 툴 구축

• 소년보호감찰소 U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zWellfare
•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ADT 캡스

한국자산관리공사

에버그린 21

• ADT 캡스 웹사이트 리뉴얼

• UM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통합 Messaging 시스템 구축 및 운영

Clients

문의 및 제휴 신청
회사명 : ㈜ 엔더스
TEL : 02-6082-9630
Website: www.enders.co.kr, www.pushservice.co.kr
E-mail : hun1110@enders.co.kr, sales@enders.co.kr
Adress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18 삼성빌딩 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