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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솔루션즈는
오프라인핀테크기술을기반으로한

O2O 솔루션전문기업



기업개요

회사명 아이비솔루션즈주식회사

회사설립일 2014년 12월

대표자 김종각

소재지 서울서대문구통일로 81 임광빌딩 15층

자본금 13억원

홈페이지 www.ivysolutions.co.kr www.shopmanager.co.kr

임직원수 15명 (2017년 01월기준)

영업본부 전국40개본부

자대리점수 약 700여개점

업종/종목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 서비스업외

일반개요 임직원수

12名

Mobile
사업부

경영지원부 기술연구소
Smart
사업부

Agency
사업부



회사설립및인프라구축
기술개발및콘텐츠확대

서비스제품화및영업개시

2014년 ~ 2015년

2014. 12

• 아이비솔루션즈(주) 설립 ( 자본금 5억원)

• Agency 지사인프라준비

2015. 02
• 카카오페이오프라인인프라사업자선정

(카카오페이사업자 LG CNS와계약)
2015. 04
• 자본금증자 (7억원)
2015. 07
• 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유망기업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신한카드멘토링선정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5. 09
• 앱카드블루투스결제제휴계약 (신한카드)
2015. 10
• BT Dual Mode 구성 H/W 특허다수출원
• 자본금증자 (11억원)
2015. 11
• KTC 나이스정보통신결제기술인증 (여신협회)
2015. 12
• 벤처기업등록 (기술보증기금)

2016. 01
• 식자재몰서비스콘텐츠오픈 (푸드앤)
2016.02
• 음원서비스콘텐츠오픈 (플랜티넷)
2016. 03
• B2B 콜라보(휴대폰, 단말기) 제휴 (삼성전자판매)
2016. 04 ~ 2016. 05
• DGB 유페이(대구교통) 계약및개발완료
2015. 06
• 대리운전서비스콘텐츠오픈 (아이콘소프트)
• 창업성장과제 “Phone to Phone” 선정
• KTC 스마트로결제기술인증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2016. 07
• 멀티패드 Quick Pass인증 (UNIONPAY 은련)
• 자본금증자 (13억원)
2016. 08
• 기술특허 2건등록완료

(등록번호 : 10-2015-0065063 / 
10-2015-0070703)

2016.09
• 대박 Business 카드서비스개시(하나카드제휴)
2016.11
• Shop-ATM 서비스콘텐츠오픈 (대구은행)
• “IOT 뱅킹제휴서비스“ 계약 (IBK 기업은행)
2016.12
• 핀테크지원센터 IBK기업은행멘토링선정

2017. 01

• 비타고(BTARGO) 멤버십 App 서비스개시

• 위젯서비스상용제품화진행

(콘텐츠서비스, 멤버십서비스, 모바일결제)

• “미트박스” 축산물직거래플랫폼개발

2017. 02

• 카카오페이카드간편결제서비스계약 (LGCNS)

2017. 03~04

• 위젯서비스및멤버십서비스상용화

• 카카오페이오프라인학원결제서비스개시

• IBK POS뱅킹서비스개시

2016년
2017년

2017. 05

• 알림톡, 문자서비스개시

주요연혁



IVY Value

아이비의고객인중소상공인과
이들에게아이비의제품과솔루션을소개하고관리하는유통대리점모두가

함께성장하는상생의생태계를만들어가는것.

아이비의핵심가치



다양한 결제수단과 주문/예약,
멤버십,마케팅 등 부가서비스가 가능한

매장운영 및 마케팅 플랫폼 제공

블루투스 솔루션 기반의
모바일결제, 멤버십, 마케팅, 
보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장 전국 40개 영업 본부와
80여만 가맹점 영업망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시장점유 확장

심플하고똑똑한
O2O 전용매장운영플랫폼

결제, 보안등다양한응용이
가능한블루투스솔루션

빠른시장점유의기반이되는
전국유통네트워크

IVY는강력한전국유통네트워크를기반으로
사용자중심의매장운영플랫폼과핀테크솔루션을제공

Business Area

Merchant Platform Fintech Solution Sales Infra



Merchant Platform

IVY매장운영플랫폼은결제서비스의모든결제방식을지원하고
다양한O2O서비스와부가서비스를제공

결제서비스 O2O서비스 멤버십서비스 마케팅센터 매장운영서비스

• 회원관리

• 개별가맹점마일리지

• 포인트적립,사용

• 스탬프적립,사용

• 쿠폰/할인/이벤트

• 모바일주문/예약

• 픽업서비스

• 배달서비스

• 대리운전서비스

• 오프라인결제
(MSR/IC/Bluetooth
/Barcode/NFC)

• 모바일결제

• 앱카드

• 모바일상품권

• 중국결제
(은련카드,퀵패스)

• 매출,회원등각종통계

• CRM시스템

• 광고플랫폼

• 쿠폰발행서비스

• 뱅킹서비스

• 매장음악서비스

• 직원출/퇴근관리

• 수발주시스템

• Bluetooth기반의
Push발송 서비스

IVY Merchant Platform



Sales Infra

대다수POS 및CAT관리
VAN총판업체

전국230만신용카드가맹점의약35%인 80만여가맹점보유
(2017년 04월기준)

전국약5,370여명의
영업인력

업종별가맹점수

IVY Sales Network

요식업 357,236 교육 56,833 

유통 56,833 미용실 40,595 

주유소 24,357 병원/약국 16,238 

패션 89,309 기타 170,499 



Fintech Solution

블루투스솔루션을응용한다양한영역의서비스제공

IVY Bluetooth Solution



IVY O2O TOTAL SOLUTION 

폭넓은
O2O확장성

매장의업종과규모에따라
맞춤형 O2O서비스와

부가기능연동

모바일간편결제, 
앱카드, 중국결제등
모든결제수단대응

사용자중심의
UX와디자인

업주의사용성을강화한
심플한구성과
트렌디한디자인

다양한
결제수단



도도포인트
(스타트업기업)

단골플러스
(NICE 밴사)

별도
디스플레이설치로

매대혼잡

높은
서비스이용료

(월35,000~50,000원)

VS
IVY 멤버십서비스

별도
기기설치
필요없음

저렴한
이용료

(월2만원)

포인트,
스탬프,
쿠폰등

다양한기능

타사멤버십서비스에비해 IVY는부담없는비용으로
더욱다양한기능과높은사용자경험을제공

Membership Service



멤버십메인 스마트오더 AR쿠폰 스탬프

MEMBERSHIP SERVICE BTARGO



IVY Bluetooth Solution

IVY 블루투스기술이적용된위치인식기반O2O솔루션

온/오프라인연계옴니채널을
활용한커머스

Bluetooth기술과AR기술을
접목한쿠폰,결제서비스

고객실시간동선파악을통한
Context중심의서비스



소개영상

IVY 소개영상 영상재생하기

https://youtu.be/0_UQbjmBi50
https://youtu.be/0_UQbjmBi50
https://youtu.be/0_UQbjmBi50
https://youtu.be/0_UQbjmBi50
https://youtu.be/0_UQbjmBi50


모든결제수단이가능한
O2O전용결제통합플랫폼



IVY의O2O결제플랫폼은
O2O서비스들과온/오프라인결제사와의제휴에최적화

IVY Merchant Platform



매장업종과환경에구애없이대응가능한
제품과솔루션으로빠르게시장확산

기존결제단말교체없이플랫폼이용이가능한설치형위젯으로
진입장벽을낮추고플랫폼시장장악력을 높여갈예정

IVY서비스제품



결제용으로사용중인POS/PC에
간단한위젯설치만으로서비스이용가능

스마트오더, 테이블결제, 자동멤버십적립등서비스적용분야확대

IVY위젯서비스



결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

신한앱카드(BT) / 

DGB유페이연동

멤버십
BTARGO 멤버십연동.

(기업은행제휴개발)

쿠폰,포인트,스탬프등

매장음악
플랜티넷가맹점전용
음원서비스제공

대리운전
국내3대대리업체인
아이콘소프트와제휴제
공

금융
대구은행 ATM 서비스
/ 기업은행포스뱅킹런칭

식자재
미트박스/ 푸드앤제공
장보고식자재제휴협의

매출조회
여신금융협회서비스
제휴협의

문자서비스
프렌차이즈대상
알림톡, SMS, LMS, MMS

식권
멤버십서비스와연계
제휴협의중

배달
딩동,고고밴등
배달업체와제휴

예약
매장예약서비스개발중
(이미용, 레스토랑등)

추가콘텐츠
다양한모바일기반
콘텐츠추가진행중

IVY O2O/부가서비스

IVY솔루션에탑재된다양한콘텐츠



IVY 클라우드시스템으로매장에최적화된
기능과서비스를자동업데이트

O2O
서비스

모바일
결제

O2O
커머스

멤버십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데이터
분석툴

수발주
시스템

CRM

IVY 클라우드시스템



카카오페이를통한학원모바일결제서비스

전국15만학원대상 IVY-Widget영업

카카오페이를이용한
학원비고지및결제서비스

카카오톡을이용한
학원운영안내메시지서비스

 간편한 사용법 (단체 전송 가능)
 고지와 청구 일원화
 학부모 편의성 향상

 SMS 비용 절감
 등하원 메시지 활성화
 학부모 만족도 향상

학원비집금시간단축

학원운영업무간소화

학원운영비용절감

카카오페이제휴서비스



결제
요청

사용자에게카카오페이혜택과결제편의성제공

결제정보와연결버튼이담긴메시지를받고
결제페이지이동하여비밀번호입력만하면결제완료!

POS/PC설치 IVY위젯



B2B 축산물중개플랫폼미트박스

2만가맹점을대상으로뱅킹서비스제공

매월7,000가맹점이수발주서비스연동을통한
무료송금서비스사용중

회원대상축산물구매전용POS 영업전략적제휴

샵매니저수발주선택 발주주문서작성 바로송금서비스선택카드리딩

수발주결제(송금) 프로세스

미트박스제휴서비스



배달가맹점전용S/W DDShop

전국배달가맹점대상의통합배달관리시스템제휴

전국배달가맹점대상영업진행

디디샵

- 배달가맹점전용 통합 S/W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배달서비스 제휴통합관리지원
- 배달대행서비스통합관리지원

POS, PC 등기존결제단말기와무관하게
통합배달서비스이용가능

디디샵제휴서비스



IVY POS BANKING
이제매장에서간편하게은행업무를!



가맹점포스뱅킹
서비스적용

DGB 유페이
교통카드결제적용

주차관리서비스
모바일결제적용

대구은행
앱카드결제적용(예정)

IVY7 디바이스상에서
대구은행금융서비스

제공

대구지역교통카드를통한
가맹점결제연동

대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
서비스에모바일결제수단

적용

대구은행 APP 기반모바일결제
서비스의아이비블루투스
결제서비스연동(협의중)

대구은행과Shop ATM, 모바일결제서비스등추진
220개영업지점을통해대구은행의금융/결제서비스가적용된

아이비의매장플랫폼공통마케팅진행

대구은행제휴서비스



IBK기업은행 POS-뱅킹서비스

가맹점주를위한 IBK POS-뱅킹서비스

가입대상 POS단말기를 사용하는법인및개인사업자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 서비스 신청서 작성
• IVY솔루션즈의샵매니저(POS연동 솔루션) 설치 후

IBK POS-뱅킹서비스신청
• IBK기업은행의 IC현금카드로서비스 이용

기업은행 전국 634개 지점에서
공동마케팅 진행

*사업자명의계좌및 IC현금카드사전가입필수
*은행보안정책에따라 IC현금카드로만이용가능
*은행 ATM/CD이용수수료와동일

매장운영으로
은행방문
여유부족

공인인증서,
OTP 사용의
번거로움

POS를 통한
고객관리,

계좌정산 필요

공식포스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모바일멤버십서비스구축제휴

G밸리 :  
구로(GURO), 금천(GEUMCHEON)과 Silicon Valley의합성어로
총 61만평의구로구와금천구에위치한서울디지털산업단지(1,2,3단지)를총칭하는 단어



02. 아이비의확장비즈니스영역Device 기반광고서비스

가맹점주대상

가맹점주및고객대상광고서비스
매장플랫폼과멤버십서비스(BTARGO)를활용한광고서비스

고객대상

무료WiFi를기반의멤버십앱
시작/종료페이지광고서비스

가맹점주대상플랫폼배너광고서비스
가맹점유형/지역등분석
타겟팅광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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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3차데모데이(2015.07) 제14차데모데이(2016.12) 

금융위원회핀테크 지원센터
데모데이멘토링 선정



특허출원사항

출원번호 출원일자 특허내용

2016-0014177 2016년2월4일 블루투스통신방식개선기술

2016-0045184 2016년4월12일 블루투스를이용한멤버십적용기술

2016-0050416 2016년4월26일 모바일APP을이용한통합통신서비스기술

2016-0106703 2016년8월23일 AR을이용한가맹점멤버십서비스기술

2016-0110087 2016년8월29일 AR기반가맹점객체인식서비스기술

특허보유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특허내용

10-2015-0065063 2016년08월11일 블루투스통신을이용한단말에서의결제데이터처리

10-2015-0070703 2016년8월25일 블루투스통신을이용한비접촉식포인트데이터처리

10-2015-0066236 2017년01월18일 블루투스통신을이용한비접촉식결제데이터처리

10-2015-0117089 2017년02월22일 블루투스통신을이용한사용자단말에서의결제데이터처리

10-2015-0147000 2017년03월02일 블루투스송수신단말및이를포함하는데이터처리시스템

특허등록및출원현황



THANK
YOU

CONTACT tel. mail. web.

fax. address.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81 (임광빌딩 15F) 아이비솔루션즈㈜02-363-0091

02-363-0090 info@ivysolutions.co.kr www.ivysolutions.co.kr 

www.shopmanag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