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ople Who Understand The Value of Fashion Software
since 2007

국제 유통표준 RFID기반 두손ERP Suite

유명 패션기업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사업분야, 연혁
사업분야

연혁

사업분야

1

· 기술평가 우수 인증기업 선정 (NICE평가정보)

· 두손ERP ver.10 런칭

· 두손CADOO 런칭 (카페24 기반 분양몰)

· 두손ETS ver.9.0 런칭

· 베트남 R&D센터 설립

두손씨앤아이는 컨설팅 및 패션ERP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통해

· 중국 R&D센터 설립

자원관리 최적화, 조직 내외간 협업, 조직 경쟁력 강화, 정보공유,
업무흐름 개선 및 경영효율 활성화를 지원하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합니다.

· RFID기반 빅데이터 구축

2020

· 국제화/현지화 서비스 강화

· Sensor 기반 고객동선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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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씨앤아이는 ERP, 모바일 서비스 및 RFID 등을 중심으로

3

두손씨앤아이는 Creativity와 Passion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2019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mPOS런칭(모바일매출)

· Contents Management System 런칭

하나의 커다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Inventory Control Tower 기반 기술 확보

· Widoo 서비스런칭

IT개발 집단입니다.

2018

· 온/오프라인 고객 통합

2017

· 위사,카페24, 메이크샵 사방넷 연동

다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2015

기획하고 개발합니다.

· 두손ERP ver.2.0런칭

2012 · 두손ERP ver.8.0 런칭

· 두손ERP ver.3.0 런칭

(다국어/온-오프라인통합)

· 두손ERP ver.4.0 런칭

2011 · 모바일 비즈니스 런칭, EIS 시스템 런칭

· 두손ERP ver.5.0 런칭

2010 · 두손ERP ver.7.0 런칭
· 벤처기업 인증

2009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POS시스템 런칭

· BI시스템 런칭
· 두손 ERP ver.6.0런칭 (다국어 버젼)
· 두손씨앤아이 분사 설립(11월)

·회사명

㈜ 두손씨앤아이

· 본사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61 일심빌딩

(www.doosoun-cni.com)

· 주요사업

패션IT 컨설팅 및 운영컨설팅

·설립일

2007년 11월 15일

패션 ERP 서비스 및 장비 유통, RFID 통합 솔루션 구축

·대

권형모

시스템 통합 및 서비스, Mobile 솔루션 개발/판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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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 CI
회사조직

CI

·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 현재의 두손씨앤아이를 이끌어 온 그들입니다.

대표이사
전략 사업부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

· 재무회계

· 중장기 전략수립

· 인사노무

· 신규 사업발굴

· 구매

· 마케팅PR

컨설팅사업팀

개발사업팀

서비스사업팀

· 프리세일즈

· SI사업

· S/W 유지보수

· 영업마케팅

· SI개발프로젝트

· 서비스 운영

· ITO사업

Corporate Identity
· 정사각형의 큰 틀 안에서
d,s로 하나의 잘짜여진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는 심볼마크는
잘짜여진 조직체계를 꿈꾸는 이상적인 기업임을 뜻한다.

기술연구소

· 그린과 블루계열의 컬러는
젊음과 도전의 패기넘치는 젊은 기업임을 의미하며,

· 솔루션 개발
· 솔루션 기획

옐로우와 그레이 컬러의 정사각형은 소비자와 하나로 하나되는 기업을 뜻한다.
( 정사각형을 이루는 요소 = d,s = 기업, 3개의 정사각형 = 고객 )
· 자웅동체(암수구별이 없음)인 달팽이처럼,
고객의 업무시스템 전반을 관리하고,

· ITO : IT Operation
· 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s & Technology

운영하는 두손씨앤아이와 고객사가 하나가 되어, 안전하고 잘 짜여진 시스템,
최고의 운영체계를 두손씨앤아이를 통해서 갖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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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 상품
주요 생산 상품 및 서비스

두손ERP 8 TM
패션, 유통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Business Process 제공

· 두손씨앤아이는 세 분야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컨설팅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과

다양한 경험 및 구축 노하우
· 국내 약 160개 고객 수

신속, 최적의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겠습니다.

· 2-tier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 컨설팅 기반 솔루션 구축

1
ICT서비스

컨설팅

· Oracle Database

· 다국어 지원

· 퀀텀 그리드 채용

솔루션
특장점

전문 인력 기반의

패션, 유통에 특화된

업무중심의 시스템 사양

통합 유연성
· MS Office와의 원활한 연계

3

· RIA 컴포넌트 채용(Mobile)

2

탁월한 유지보수

· 체계적인 콜센터 지원

· Cafe24, 메이크샵 등 쇼핑몰 연계

·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적용

· 더존 등 외부 회계관리 모듈 연계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래밍

· 그룹웨어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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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생산성 향상과 유지보수 효율을 재고
10여 년 간 패션/유통분야에서의

시스템통합, 아웃소싱, ERP/BI,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S/W 개발, H/W 및 네트워크 장비 유통 및

직접적인 경험과 노하우는
고객이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 패션, 유통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 보수를 포함한
종합적인 ICT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CO, ROI 중심의

두손ERP는 영업 및 고객관계에서부터 회계,생산,구매, 자재에 이르기까지
귀사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모든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솔루션

특히, 패션,유통 중소기업에 특화된 이 솔루션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Solution

적시의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가시성, 통찰력 및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 강화

지원합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효율성 향상

민첩하고도 지능적인 비즈니스를 실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시스템
시스템의 유연성,
확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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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 상품
두손ERP 8 TM

· BI : Business Intelligence

· EIS :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Solution Map

메세징 서비스
모바일 쿠폰 및 메시징 서비스

신속히 확장하고 변화하는 패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추어 구성되는 기능모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단문메시지, 장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메시지, 인터넷접속메시지, 모바일 쿠폰을 비롯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솔루션맵을 제공합니다.

양방향 메시지를 포함한 통합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마케팅도구를 제공해 드립니다.

BI & Other

Mobile 기반 E.I.S (FLEX Dashboard) , Inventory Control Tower (상품 운영 추천 서비스)
공통관리

기획관리

물류관리

두손ERP
Core
Function

상품기획 · 상품정보 · 작업지시, 사입지시, 수탁상품관리,
프로모션 · 발주 · 분석 등
입고 · 출고 · 재고 · 창고간 이동 · 판촉소모품 관리 · 수선 등

자재관리

기초 정보 · 발주 · 입고 · 출고 · 재고 · 정산 관리, 사전/사후원가 등

생산관리

요척 · 생산 · 클레임 · 월 마감 · 대금지급 · 정산 관리 등

영업관리

고객(CRM)관리

매장(POS)관리

SCM

Widoo

회계연동

Technology

권한 · 코드 · 게시판 · DB분석 등

기초 · 입고 · 배분 · 수평이동 · 판매(분석) · 영업 · 수금 · 재고 ·
수선 · 마감

기업형 SMS서비스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

기업형 MMS서비스

문자 1,000자, 이미지, 동영상, 음악 발송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배송정보를 알림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회원 · 캠페인 · 마일리지 · 예치금 · 추이분석 · 구매분석 ·
온/오프라인 통합 등

모바일 쿠폰서비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

기초 · 판매 · 입고 · 재고 · 고객 · 쿠폰 · 적립금 · 문자서비스 ·
모바일 매출/카드승인
납품예정, 박스바코드, 번들, 상차, 하차, 자동화 수입 프로세스,
수출프로세스
자사몰 마스터연동, 사방넷 연동, 주문, 배송, 재고, 고객, 적립금,
예치금, 쿠폰 등
회계시스템 연동 ( 더존 CUBE, IU, SAP 등 )

Delphi, Quantum Grid, Rich Internet Application, OLAP, Data Mining, Database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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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와 특허
패션 장비 및 시스템 유통

보유특허

두손씨앤아이는 고객의 요구에 더욱 더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패션장비 및

두손씨앤아이의 핵심동력은 창의적이고도 산업주도적인 기술개발에 있다고 믿기에

전문 시스템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맺고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R&D 부문의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RFID, 4GLTE, 1D BARCODE

RFID 프린터

기

코드

리더

제품명

적용업종

등록번호

------------------------------------------------------------------------------------------------------------

바

두손 직영,대리점관리

패션 의류 업체

2001-01-11-3685

-----------------------------------------------------------------------------------------------------------두손 영업, 재고관리

패션 의류 업체

2001-01-11-5342

-----------------------------------------------------------------------------------------------------------다능 ERP 2.0

패션 의류 업체

2001-01-11-8287

-----------------------------------------------------------------------------------------------------------매장 판매관리 3.5

패션 의류 업체

2002-01-11-5322

-----------------------------------------------------------------------------------------------------------영업 물류 관리 3.5

패션 의류 업체

2002-01-11-5323

------------------------------------------------------------------------------------------------------------

Security Gate
서버

Easy Label 2.0

패션 의류 업체

2004-01-11-202

-----------------------------------------------------------------------------------------------------------두손ERP 5.0

패션 의류 업체

2004-01-151-006628

-----------------------------------------------------------------------------------------------------------두손SCM

패션 자재 생산 업체

2005-01-154-000357

-----------------------------------------------------------------------------------------------------------병원 MRO SYSTEM

중,소규모 병원 자재관리

-----------------------------------------------------------------------------------------------------------두손ERP 6.0 for Web ( Multi Lingual )

패션 유통업체

2010-01-151-004462

------------------------------------------------------------------------------------------------------------

RFID

생산 관리 (PRS 시스템 )

패션 생산 및 프로모션업체

2010-01-151-004463

-----------------------------------------------------------------------------------------------------------PDA & TCP/IP 를 위한 미들웨어
Mo

bile

er

n
an

th

oo

Bl

t
ue

Sc

프린

터

BARCODE PRINTER ( H/W ) 개발 기반 기술 소유

모든 업종

Ver 2 (상용화 대기)

-----------------------------------------------------------------------------------------------------------전기차 배터리 공장 자동화용 MES

네트워크

두손씨앤아이 소유 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업종

-----------------------------------------------------------------------------------------------------------두손ERP 7.0

패션 유통업체

2010-01-151-004464

-----------------------------------------------------------------------------------------------------------두손ERP 8.0

패션 유통업체

C-2012-021904

-----------------------------------------------------------------------------------------------------------05

파트너사
파트너사

…and is allied to major international partners

06

고객사
고객사

…and is allied to major international partners

La Pe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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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ERP 8

TM

더욱 확장된 내부 System

강화된 사용자 Interface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Interface를 통해 사용자는 단위 Program을 개인의 업무 성격에 맞게

MULTI MARKET (온/오프/SNS/해외/가상) 에 특화된 솔루션

차별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및 Program별 권한 관리를 통해 사용자 관리가 용이합니다.
· 실시간 매출추이분석

Widoo

모바일

· 창고로케이션관리

· 사방넷을 통한 오픈마켓/제휴몰 연동

· 상품추이분석/MD큐레이션

· 고객, 재고, 적립금, 예치금 연동

WMS

· 신용/체크단말기

· DAS /DPS/ SORTER

· 셋트, 묶음,

· 우체국택배/EMS 연동

· 판매대기, 고객관리 연동

4
3

· 방문판매 M-POS

POS

프로모션

2

· 창고/매장 재고실사

· 쇼핑몰 상품연동/주문수집/배송정보

1+1 판매 다중화된

1

· 매장/일자/상품단위 분석

ERP

· CJ대한통운 연동

6

5

· 스캐닝에 의한 온/오프라인
상품 배송-출하

1 업무 흐름에 따른 대분류 Menu를 표시합니다.

· 박스단위 내품리스트 출력

· 단체주문, 완불주문상품

· 매장 반품 스캐닝에 의한

배송 트랙킹

확정 기능

· 적립/예치금/쿠폰관리

· 로케이션별 재고관리

· Alipay 연동

2 단위 화면별로 즐겨찾기, 엑셀 Up/Download,
현재의 화면 상태 저장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 완불건 개인 배송요청
3 엑셀의 피벗처럼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주문 ▷ 매장 배송 기능
· KICC, NICE, SPC 밴사 연동

마케팅

SCM
4 공통 검색 조건을 통해 별도의

· 텍스리펀트(GTF)연동
· 모바일기반의
마케팅 도구 활용

· 시장사입/위탁상품에

· 매출 효율분석

· 생산공장 POP관리

· 온/오프라인 상품권,

· 해외생산 선적관리

쿠폰 동시 사용,

· 국내물류 하차관리

동시 적립 가능

· 위탁마진관리 기능 정율

· SMS/LMS/MMS

검색 조건의 지정없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적화된 배분/출고

- 정액 모두 가능

5 엑셀의 피벗처럼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6 ERP System을 사용중인 사용자 정보와 자주 실행하는 업무는
하단 버튼 클릭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쿠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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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ERP 8

TM

Mobile Solution
단순하고도 명료한 매출추이분석과 사용자의 권한에 맞는 매뉴를 구성합니다.

스타일단위 매출 추이 정보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기능: 창고/매장재고실사, 재고로케이션, 본사반품, 상품별 재고조회 기능 등

P/B (%)

누적판매율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바코드 스캔
indicate 의미

일판매량

1주일 평균
상위 횟수
판매율(%)

7일 이동 평균선
판매일수(d)

재고주수(w)

할인판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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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ERP 8

TM

스마트폰으로 창고와 매장의 재고를 조사한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스캐너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고와 매장의 실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기반 / 하이브리드형 모바일웹 기반 두 가지 버전 모두다 가능합니다.
* 바코드 스캔시 실시간으로 DB에 반영됩니다. ( DATA 유실 최소화 )
iOS, Android 모두 지원 ( Pure App. )
창고실사 ( 로케이션 기반 실사 ) , 매장실사 ( 섹터기반 실사 ) → ERP/ POS 실시간 조회 가능.

스마트폰&모바일프린터 소개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통해서 가격인하스티커, 재고실사 집계표,
SCM박스 내품 리스트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시 양식의 폼 구성을 메타로 구성하여 관리합니다. (iOS, Android 가능)
· 출력 폼 구성 요소 등록
· 검색용 쿼리 등록

Font
· 모바일프린터
LK-P30

Form
Ba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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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ERP 8

TM

POS

4
1

하나의 화면내에서, 고객 관련 정보로 부터 제품 정보 및 기타 본사와의 업무 연락 내용 등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작업 없이도 정보의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2
5

1 판매 또는 반품 고객에 대한 판매 관련 정보등이 표시됩니다.- 유입고객수 등록 가능
2 판매 또는 반품 대상 상품 정보가 표시됩니다.
3 고객과 관련하여 구매 이력 및 마일리지 적립, 상품권 발급/사용 이력등 구매 이력 정보가 표시됩니다.
(신규가입 자동 할인쿠폰 발급 기능 내장.)- 완불건 고객 배송 요청 기능 포함
4 해당 매장내의 상품별 재고 정보 및 맞춤상품에 대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제화 등

3

5 본사로 부터의 공지 사항와 이동 지시 및 처리등 관련 이력 및 예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Customer Dashboard - 현재 개발중
· 스마트폰 wifi신호 기반 고객 분석 툴 업체인 walk insights와
협업을 통해서 매장 앞 고객 트레픽과 방문자 정보를
포스 구매정보와 연동합니다.
· 방문자가 신규 방문자인지, 재 방문자인지 데쉬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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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RFID
RFID Map

RFID 경쟁력
두손씨앤아이
항목
타 적용 업체
------------------------------------------------------------------------UHF 920Mhz ~ 940Mhz
채널 주파수
UHF 920Mhz ~ 940Mhz
------------------------------------------------------------------------EPC to GS1 Databar ( SGTIN – 96 ) 도입
EPC to GS1
도입하지 않음.

물류와 배송

업무관리

재고관리

· lack of inventory -80%

· 입점검수시간 -90%

· 회전율

· transport costs

-59%

· 배송정확도

· delivery time

-91%

+80%

(판매 시 반드시 RFID 리더를

(판매시 택에 부착된

통해서 읽어야 함)

DATABAR 스캔해서 처리)

· 재고정확도 +99.6%

실제 매장에서 수행하지 않음

매장 직원의 별도 교육이 필요없음

· 실사시간

RFID기반 판매데이터가

RFID기반 판매 데이터가 누적되어 쌓임.

DATABAR 도입여부

+10%

-96%

· speed of

쌓이지 않음

------------------------------------------------------------------------한국유통표준코드 기반 SKU정보와
EPC 데이터의 형태
단순 Serial로 구성됨

movements goods +91%

Serial 로 구성된 GS1 데이터를
2진수 변환과 16진수 변환에 의해서
생성된 정보를 RFID 칩에 저장함.
------------------------------------------------------------------------전 세계 유일 키를 사용,
RFID 스캔 시
중복된 Serial에 의해서

캐셔
· 고객 1명 처리시간 6초
· 회전율

+ 21%

· 포스앞 대기 고객수 감소
· 매출 고객 수

도난방지시스템

+ 6%

타 브랜드 정보

타 브랜드의 RFID 값이

RFID스캐너가 스캔 시 부터

필터 가능여부

스캔될 수 있음.

외부 Garbage값을 걸러내고,

( 스캐너 상에서 걸러낼 수 없음 )
실제 운영 자료만 서버로 보냄
------------------------------------------------------------------------RFID 태그 및 라벨에
RFID 태그 및 라벨에 RFID가 부착된 것임을
RFID 개인 고지 사항
해당 고지가 없음
이미지로 노출
이행 여부
------------------------------------------------------------------------RFID 태그 사이즈 및
현재 유럽과 중국 운영의 경우
RFID 리딩의 정확성
설계에 따라서 다르나

· 직원에 의한
상점 내 절도 -98%
· 고객 절도 -90%

피팅룸
로열티 시스템

· 전환속도

고객 한 명 단위로

· 추가적인 프로모션 노출 가능

특별한 접객이 가능

+60%

거의 100%에 가까움

97% 정도 정확성을 보임
------------------------------------------------------------------------현재 운영 중인
가능
입고 차수별 판매
모든 브랜드 불가능
분석 가능 여부
------------------------------------------------------------------------물류입고, 물류출고, 물류반품,
물류입고, 물류출고, 물류반품, 매장실사,
RFID 도입
주 사용 용도

매장실사, 창고실사, 재고통제

창고실사, 재고통제,

판매처리, 반품처리, 점간이동, 판매분석
------------------------------------------------------------------------예산
30억 ~ 50억
1억 ~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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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S, 회사위치
about mPOS

회사 위치

부방
의정

아이

Fax: 2-460-9899

국민

자동

차

Tel: 2-460-9800

은행
365

씨앤
두손

일심빌딩

K2

www.doosoun-cni.com

농협

한성

· 매니저 수수료 정산 ( 배송에 따른 benefit 제공 )

성수이로22길 61

BM
도이 W
치모
터

성수

역방

스

면

성수

사거

리
건대

입구

역방

면

방면

· 취소주문 ▷ 카드결제취소 ▷ CJ대한통운 반품 요청 ▷ 물류 반품 확정 ▷ 반품완료

서울시 성동구

대교

· 모바일 주문 ▷ LGU+ BIZPAYNOW 연동 카드결제 ▷ 창고 재고할당 ▷ 송장출력 ▷ 배송 처리

영동

· 오프라인 기반의 결제솔루션이 탑재된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입니다.

면

· 모바일 기반 e-Commerce 솔루션

ERP 패키지 문의

서버/네트워크/바코드리더기/

전략사업부/상무

프린터/스캐너 문의

이왕진

전략사업부 인프라운영팀/부장

M.010-6218-5181

진용욱

dssales@doosoun-cni.com

dsinfo@doosoun-cni.com

모바일/메시징서비스/RFID 문의

광고 및 업무제휴 문의

권형모 대표

전략사업부/상무

dssales@doosoun-cni.com

이왕진
M.010-6218-5181
dsinfo@doosoun-c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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