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일정에 따른 PARTNER 모집 및 국내·외 론칭

01~02LAUNCHING
PROTOTYPE 완성 국내 LAUNCHING 국외 LAUNCHING

03~04

2016 2016201620162016

05~06 07~08 09~10 11~12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308호 (주)크레펀
연락처  +82 (0) 10-8100-2907
사무실  +82 (0) 70-8600-1254

FAX     +82 (0) 61-983-0112
이메일  backgu@daum.net

· 프로토 타입 제작, 사용성 TEST
· 초기 핵심 인력 구성, PARTNER 모집

· 테스트 및 보완
· PARTNER 모집, 론칭 및 홍보, 마케팅 진행

· 테스트 및 보완
· 론칭 및 홍보 마케팅

PARTNER : 쇼핑자키, 판매사, 벤더, 제작사 등

Global Payment

PARTNER : 쇼핑자키, 판매사, 벤더, 제작사 등

글로벌 홈쇼핑 플랫폼

스마트 TV
오픈마켓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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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던 장벽 홈쇼핑 방송!! 
이제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스튜디오, 개인 방송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팔고 싶은 상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쇼핑방송을 시작해보세요. 
바로 당신이 쇼핑 쟈키(SJ)입니다.

ON AIR00:00

개인방송의 선두주자

가격:00.000구매하기

NEW TREND

VJ
Video

journalist

BJ
Broadcasting

jocky

SJ
SHOPPING

JOCKY!!

ALISEO(무역풍) + On Air(방송) = 글로벌 홈쇼핑 플랫폼

㈜크레펀은 ICT 전문 기업으로 동영상 기반 오픈마켓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당사는 “알리세온” 프로젝트를 통해서 N-scr 
een 기반 동영상 오픈 마켓을 통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중인 
회사입니다. ㈜크레펀의 “알리세온” 은 기존 송출 위주의 홈쇼핑
방송의 단점을 극복하고 판매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이를 통해
서 제품을 구매하고 가격비교가 되는 등, 영상기반 홈쇼핑에 스마
트 함을 더했습니다.

알리세온은 빠르게 변하는 영상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N-Screen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한번의 등록으로 홈쇼핑 
영상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서비스

멀티 생방송 채널(MCN)*
· 전세계 누구나 자신의 상품으로 방송가능
· 자신의 쇼핑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소통 

홈쇼핑 VOD(영상)
· 검색 및 가격비교가 가능한 홈쇼핑 VOD
· 온라인 상에서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 
· 편리한 상품 구매로 판매자는 구매율 상승

제품정보 영상
· 전문가의  제품 설명을 통해 사용법 숙지
· 영상을 통해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가능 

MCN이란? 멀티채널네트워크의 줄임말로 한 채널로 다양한 
영상(콘텐츠)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01:30/20:00

01:30/20:00

걱정 NO, 방송에만 ALL IN
방송을 위한 모바일 APP과 PC-web 제공

IOS WINDOW LINUX

자사와 함께 독립제작사도 홈쇼핑 영상 제작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물품공급자·벤더 영상 제작자판매자

MY
BRAND

숍 앤 숍을 통한 
나만의 브랜드 샵

기존 홈쇼핑 대비 1/3의
수수료율로 수익을 발생

자사의 소셜공유을 통해
많은 소비자에게 상품 홍보

S/W

OBS

영상제작사오픈마켓 플랫폼

Tablet
Phone

Desktop
SmartTV

Notebook

콘텐츠 구성

콘텐츠 환경

ON AIR

시청자1 : 실시간 방송 알리세온 !!! 

채팅창

콘텐츠 카테고리

<애완동물>

<금융상품>

<의류>

<교육ㆍ레슨>

<맛집ㆍ숙박>

<농산물ㆍ귀농>

<항공ㆍ여행>

<건강>

<전자기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마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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