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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업과 고객간의 행복한 소통 브릿지
소프트자이온 소통 브릿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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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communication bridge Solution

SOFT ZION

INTRODUCTION
고객과 기업간의 행복한

소통 브릿지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OVERVIEW
ORGANIZATION & MEMBERS

BUSINESS AREA
VERIFICATION
PARTNERSHIP

INTRODUCTION OVERVIEW

㈜소프트자이온은 고객과 기업간의

행복한 소통 브릿지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CRM전문기업

정보의 가치를 아는 기업

기술과 서비스를 고민하는 기업

초연결 사회의 기틀이 되는 기업

CRM CASE

소프트자이온은 "고객과 기업간의 행복한 소통의 브릿지 역할을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 는 것을 솔루션 개발의 기본으로 삼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객입니다. 고객정보를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하고 전사적인 공유로 관리 채널을 하나로 하며 이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한 영업기회 도출 및 프로모션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인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BMW(Big Data, Machine 
Learning & Mobile, Wearable)를 이용한 기존 서비스의 맞춤형, 개인형

서비스로의 전환 및 탈바꿈 하는 것은 대중(Mass)의 시대에서 개인

(Personal) 맞춤형 시대로 들어가는 핵심 컨셉이라고 판단됩니다.

소프트자이온은 초연결 사회의 필수 기반요소인 ioT, O2O 등 비즈니스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고민하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관리, 취업컨설팅, 마케팅, 금융, 교육, 유통,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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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RGANIZATION & MEMBERS

CRM솔루션에서 건설 IT와 각종 Project Management System에 이르는 다양한 소프트자이온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최상의 조건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열정과 정직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무별 소프트자이온의 열정적인 멤버들의 헌신을 통해 고객사의 업무효율과 성과를 높임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 하였습니다.

R&D
Lab

36%

14%

12%

7%

16%

15%

CEO

System
DEV.

UI/UX
Design

기술사업

e-Business
Consult

경영기획

Management
Planning 기술영업

Field Sales
Engineer

INTRODUCTION BUSINESS AREA

표준형CRM

업종별 버전

표준형CRM

금융CRM

분양CRM

마케팅CRM

커스터마이징

취업컨설팅CRM

교육CRM

유통CRM

·고객/상담관리
·영업관리
·캠페인관리

·금융상품관리
·고객접촉관리
·캠페인관리

·분양약정관리
·계약서 및 계약관리
·대금입금관리

·관심상품관리
·지역별상품통계
·상담관리

표준형 CRM을 기반으로 
필요한 기능을 맞춤형
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취업정보관리
·희망직종관리
·구인정보 발송

·커리큘럼관리
·수강정보관리
·매출관리

·POS자동연동
·매출정보관리
·자동캠페인관리

CRM

ioT

VOC

Machine Learning

CTI

AI

BI MATRIX

RPA

TECHNICAL ABILITY

MOBILE

WINDOW

APPLICATION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최선의 협력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 연결(Hyper Connectivity)사회에 맞는

소통 방법을 연구하고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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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VERIFICATION

ICT 유망기업
선정

정보 통합시스템
특허 취득

마케팅 자동학습
시스템 특허 취득

NICE 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서울 rising-star
기업 선정

품질경영체제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INTRODUCTION PARTNERSHIP

PARTNERS

CERTIFICATE

검증된 기술력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최고 마케팅은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것을 만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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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CRM

What's CRM? Why 셀비스 CRM?

CRM은 Customer Relationship Manage-
ment의 약자로, 기업이 고객과 관련된 내ㆍ외부   
자료를 분석·통합해 고객 중심의 자원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 특성에 알맞은 마케팅 활동을     

계획·지원·평가하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분야 기업과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자이온은 풍부한 CRM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현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

으로 국내의 실정에 최적화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영업정보
이력관리

효율적인
고객응대

부서간
공유협업

영업력
극대화

고객정보
통합

고객만족도
향상

정확한
현장파악

통계분석
자료활용

DB
통합고객

고객반응

매출정보

고객정보

VOC정보

고객

Singleview

캠페인

VOC

고객분석

(OLAP)

Survey

CS조사

현장

이메일

DM

SMS

SNSTM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마케팅 및 VOC 관리 실행

고객정보 수집 및 통합

고객정보 분석 및 기획

CRM효과

셀비스 CRM은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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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기반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l 하자관리시스템
분양 관리ㆍ마케팅 시스템 l 연구과제관리시스템

VOC시스템 l 콜센터 시스템

BUSINESS AREA
우리의 최고 마케팅은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다

CRM
BI/통계

RPA
MOBILE

SOLUTION



BUSINESS AREA CRM

주요기능

통계/분석

고객관리
고객정보를 중앙화하여 관리하고 기업의   
자산인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상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판매관리
고객/거래처 판매 정보를 토대로 기업의   
매출 내역을 분석하고 상품 및 판매관리와 
고객/거래처 매출이 연결되어 조회됩니다.

캠페인관리
고객정보 및 상담이력을 기초데이터로 SMS, 
E-mail, Social 채널을 활용한 타겟마케팅을 
통해 재구매로 인한 매출증대를 기대합니다.

고객/영업판매/캠페인에서 입력된 자료의 
통계로 업무에 필요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며,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상담관리
콜팝업 기능 제공으로 수/발신된 고객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과 상담한
내용과 진행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관리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통계기능을 제공합니다.

업무관리
직원들과의 소통채널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공지사항 및 주간 AAR과 업무보고 
등 정보를 원활히 공유합니다.

적용분야주요실적

교육, 의료, 금융, 공공, 제조, 유통, 건설, 콜센터 등

모든 분야

· 금융감독원 민원개선 VOC시스템 구축

· 코이카 VOC시스템 구축

· 농심 CRM 콜센터 VOC시스템 구축

· JM커리어 취업컨설팅 CRM 구축

· 커리어브릿지 취업컨설팅 CRM 구축

· 코아스 영업관리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나인마케팅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 한국임업진흥원 CRM구축

· 태평양물산 통합 CRM 구축

· 힐스테이트 분양 CRM 시스템 

· SPC네트웍스 공유마일리지(포인트관리)시스템

· 현대건설 해외영업정보관리 시스템

주요고객사

셀비스 CRM은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BUSINESS AREA BI/통계

주요기능 솔루션 : BI Solution (MATRIX, i-Canvas, ISTREAM, i-Big)

주요실적

·고용노동부 통계 포털시스템 

·환경공단 대기총량 관리시스템 

·산림청 산림통계 분석 컨설팅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 DB
   통합 시스템

·삼표시멘트

·LG U+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국 삼성전자서비스 재무

   BI시스템 구축

·신세계건설 경영관리시스템구축

Fundamental

Reporting

OLAP(Analysis)

DASHBOARD

·손쉬운 DB연결 및 DATA 추출기능
·Planning & Simulation를 위한 DB업로드
·3-Tier(Web) 구조로 internet 환경에서 결과 조회
·Data 미리보기, Sort, Table 자동 조인기능 등
   다양한 Utillity 지원
·Admin을 위한 사용자 Log 및 보안, 권한관리,
   Monitoring기능

·분석결과에 대한 다양한 그래프 제공
·Script코딩 없이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엑셀의 모든 기능 완벽 지원
·이기종 DB에서 추출한 결과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
·이상치 분석 결과에 대한 Alert, E-mail, SMS기능
   연동 지원
·Timer에 의한 자동 Display 및 Scheduling기능지원

·Pivoting, Drill Up/down 및 Drill to Detail 등
   기본 OLAP기능
·Report, OLAP, Graph를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구현
·기술해석, 6시그마 활동 등 복잡한 수식연산 화면구현 용이
·최적화 도출을 위한 Simulation/Forecasting 구현 가능
·분석 결과를 Excel로 Export시 동일기능 작동 완벽지원

·한 화면에 여려 개의 OLAP, Report 동시 Porting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로 연계
·Scheduling 및 Real-Time,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화면 갱신
·한 화면에서 여러 개체의 상호 연동 화면 구축
·Drill to Detail 방식의 화면개발로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

기업내 ERP, DW, CRM, SCM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정보사용자가 직접 가치 있는 지식으로 창출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정보화 BI Solution 공급 및 시스템구축을 진행합니다. MATRIX를 통하여 현업 담당자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형태로 추출·가공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정보사용자에게 Web Browser를 통한 배포와 공유까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Enterprise Integrated BI 

Solution 공급 및 시스템 구축을 진행합니다.

고객사

빅데이터 시대,

기업에 최적화된 통계 및 분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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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고객사

BUSINESS AREA RPA BUSINESS AREA MOBILE

Robotic Process Automation은 사용자가 PC 및 모바일 
화면에서 수행하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는 Smart software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자동화 하는 Software입니다.

·

·

·

인간 노동력을 디지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요소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 품질향상, 보안오류 및 

Compliance 원초적 제거
단순 반복적인 업무 제거 및 수작업 업무 자동화를 통한 
직원 업무 만족도 제고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확장 가능한 국제 표준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뉴미디어시대에 요구되는 최고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제작

제작 종료 후 완벽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유지보수 지원체계 확보

안드로이드, IOS 완벽한 호환성 제공

모바일 디바이스 운영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관리자 편의 제작

업무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ERP, 모바일 그룹웨어, 모바일 CRM, 모바일 VOC 시스템 제공

적용가능영역

입사절차, 복리후생, 데이터입력, 근태관리. 대외보고, 교육, 인사행정 등

재고관리, 견적관리, 반품처리, 수요/공급계획, 작업시지관리, 계약관리 등

시스템설치, 파일관리, 배치작업, FTP다운/업로드, 이메일관련작업 등

회계전표/증빙관리, 고객청구/채권관리, 고정자산회계, 계정대사 등

문제해결, WORKFLOW관리, 부정적발, 문서 및 자료관리, CRM, 테스트 등

HR SERVICE

SUPPLY CHAIN

IT

FINANCE

OTHERS

기대효과

업무량 변화에
유연한 대응

정해진 규칙에
맞춘 처리

데이터 보안 업무생산성
비약적 향상

업무품질 향상
(정확도)

비용절감

· 현대건설 하자관리시스템 모바일 

· 에스오일 UI/UX 표준화기반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 마이스통 관광통합정보 서비스시스템

· 미래창조과학부 아파트링크 모바일 통합정보

    시스템 외 다수

What's RPA?

인간 노동력을 디지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기술 모바일 라이프 시대, 기업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iOS

RWD

Mobile Web
&

Hybri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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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SOLUTION

주요실적

· 한이재단 센서기반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 SBA ioT기반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 에프알텍 ioT융합 LED조명 기기 관제 시스템

한이재단 센서기반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에프알텍 ioT융합 LED조명기기 관제시스템

고객사

기업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BUSINESS AREA SOLUTION >  iOT

제공서비스

특징

센서디바이스를 통해 센서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하여 모니터링, 관제, 제어(자동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CO2,  온도, VOC, 습도, 전압, 진동 등 다양한 센서가 탑재된 디바이스를 개발합니다.

· 다양한 센서로부터 취합된 데이터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전송/적재합니다.

· 적 재된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합니다.

· 국내 어느 장소에 설치하던,  중앙에서 통합 관제가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 상태등 NMS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그비를 통한 그룹제어 가능

센서기반 ioT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센서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

하여 모니터링, 관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스템입니다.

센서기반 IOT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분양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요구권자인 입주자에 대한 재산보호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하자관리시스템

분양 상담업무, 분양약정, 분양동호관리,

계약관리, 분양대금관리 및 분양 시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분양사 

본사에서 관리하고 분양대행사에 대행

업무가 가능하되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

봉쇄 되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분양관리 시스템/
분양마케팅 시스템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다양한 

고객층으로부터 소비자 요구를 통합하

여 제품, 서비스 및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고객관리 방법인 CRM  
전략중 한가지 입니다. 중견기업부터  

대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VOC(Voice of customers)
전자 민원 처리 시스템

아이디어 제안에서 완료보고서 배포까지 

연구행정 업무를 시스템상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원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입니다.

연구관제 관리시스템

중소기업, 대기업, 병원 등 고객콜 IN/
OUT 정보를 콜센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통화이력, 콜배분, 대기, 전광판 

시스템입니다.

콜센터시스템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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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SOLUTION > 하자관리시스템 BUSINESS AREA SOLUTION > 분양관리ㆍ마케팅 시스템

기대효과

·

·

·

·

·

·

시스템관리를 통한 기초코드, 사용자, 라운지 관리

배정된 업무단위별 업무진행에 대한 일정표 및

통계표를 통한 업무진행상황 확인

시공업체별 기사일정관리 / 증권관리

분양상태확인

하자처리진행상태 확인

하자처리 완료 후 해피콜 진행

기대효과

주요실적

· ○○ 건설 분양마케팅 시스템 구축 

· ○○ 엔지니어링 분양마케팅 시스템 구축

· CID 단말기 연동을 통한 전화상담 기능

· 고객유출 및 유실 봉쇄

· 관리적, 기술적 보호

· 분양마케팅 업무편의

· 통계분석을 통한 중점업무 관리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원클릭 시스템 구현

· 영업자 모바일 고객상담 관리

특징

제공서비스

제공솔루션

·

·

·

넓은 화면을 통한 가시성 확보

각 업종에 맞는 세팅을 통한 업무효율

및 확장성 증대

각 업종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주택건설 기준법 관한 규정, 규칙에 의거 설계상, 시공상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정상적인 시공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 분양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요구권자인 입주자에 대한 재산보호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하자처리 가교 역할을 하며, 처리요청, 처리상태확인, 처리완료를 전산화 

하여 관리 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분양 상담업무, 분양약정, 분양동호관리, 계약관리, 분양대금관리 및 분양시 마케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분양사 본사에서 관리하며 분양대행사에 대행업무가 가능하되 개인정보 유출이 원천봉쇄되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시공업체를 통해 점검 및 결과

를 받을수 있으며, 공간별,

공정별, 업체연결을 통해 하자 

접수 및 결과 확인

하자 접수 및 결과 확인

시공업체 보증보험관리 및 기

사배정상태 확인 등의 업무진

행과 일정표와 통계표를 통한 

업무진행상황 확인 가능  

업무진행상황 확인가능

처리완료시 고객으로부터

완료처리 해피콜 진행

해피콜 진행

고객상담, 고객조회,

상담이력, 현장정보

공지사항, 일일보고, SMS발

송관리, SMS승인, 정기SMS, 

고객투입, 현장코드관리

사용자관리, 현장관리,

코드관리, 권한관리,

화면관리

고객상담, 고객조회, 상담이력

상담관리 업무관리

통계/분석 모바일

소프트자이온
솔루션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 처리 가교 역할 IT기술을 접목한 분양 산업에 정보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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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SOLUTION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BUSINESS AREA SOLUTION > VOC

서비스 도입절차

서비스 도입배경 및 필요성

R&D투자심의강화 / 연구과제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PROCESS도입 및 적용 / 전사 지적재산권관리의 일원화

(직무발명 통합관리)

시스템 메뉴

·기술제안

·과제제안

·과제선정

·과제등록

·과제수행

·과제완료

·사후관리

과제PROCESS

·예산현황

·집행현황

·과제별현황

·기타현황

·월 마감 현황

연구비현황

·기술DB
·산업DB
·보유기술

·자료검색

기술/산업DB

·사용자관리

·코드관리

·역할관리

·역할권한관리

·화면관리

·사용자 접속

   이력

시스템관리

·일일업무

·주간업무

·활동보고서

·자산분류

·배차현황

·연구성과조회

업무관리

·과제현황

·연구원현황

·TRM
·마일스톤

·연구기자재

·보유도서

·공지사항

일반현황

도입검토 업무분석 구축및교육구축담당 도입의사
결정

시스템운영

일반현황

·

·

·

공지사항 신규생성
연구기자재(장비/소프트웨어)관리, 보유도서관리
(대출, 반납, 연체 등)
과제/연구원 통합현황구현, TRM TREE 생성
/이미지구현

연구비 현황

·

·

예산/집행현황표 생성, 과제별 현황검색, 기타현황
월 마감 현황(현행 사용형식 출력 가능)

과제 PROCESS

·

·

프로세스구현(기술제안. 과제제안, 과제선정,
과제등록, 과제수행, 과제완료, 사후관리)
전자결제 연동(서식등록 등)

연구성과물

·

·

연구성과물 현황표 구현,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평가 관리 기능 구현
기술/산업DB, 업무관리, 시스템관리

What's VOC? VOC 프로세스 구성

관리시스템 및 콜센터에 접수되는 고객불만사항을 

접수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실시간

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관서별로 지표화하여    

관리·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체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고객관리시스템입니다.

통합 VOC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유선, 홈페이지, 

이메일, 엽서, FAX 등)을 통하여 접수된 VOC를 분배, 

처리, 분석하며, 이를 통해 대 고객 민원처리와 정책 

결정에 VOC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구성합니다.

주요실적 고객사

· 농심 CRM 콜센터 VOC 시스템

· 금융감독원 민원개선 VOC 시스템

· 대우증권 민원관리 VOC 시스템

· 미래에셋 증권 VOC 시스템

· 블루버드 VOC 시스템

연구과제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내/외부의 채널통합
고객소리의 통합 수집

01. 다양한 채널의 VOC 수집

PhoneE-mail

HomepageFax

Mobile

Legacy
System

이
미

지
처

리
·

수
기

작
성

통합 VOC DB

VOC 처리 프로세스
통합분석/관리/공유

02. 고객의 VOC 처리 및 분석

고객의 소리 수집/도출

고객의 소리 관련 정보 축적

개선 포인트 도출

VOC 처리 만족도 수집

고객의 소리 분석

고객의 소리 해결

고객의 소리 관련 정보 모니터링

고객의 소리 관련정보 공유

STEP

VOC 원인 도출·제거
경영개선 활동으로 고객만족

03. VOC 공유·활용화 ▷자산화

민원서비스 개선
효율적 마케팅 전략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 )
영업 행정기획

사업기획 품질

마케팅

CS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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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SOLUTION > 콜센터시스템

이제, 고객님 차례입니다!

고객상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소비자 요구를 통합하여 제품, 서비스 및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고객관리 

방법인 CRM전략 중 한가지 입니다. 중견기업부터 대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영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불만족 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비용절감과 고객 만족 증가의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체 성장 로드맵 Amazing 2021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소프트자이온을 향해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주요실적 고객사

· 농심 전자민원관리시스템

· 미래에셋증권 민원관리시스템

· 블루버드 민원관리시스템

· 대우증권 민원관리시스템

· 현대건설 하자관리시스템

· 건국대학병원 콜센터 및 민원관리 시스템 

· 금융감독원 민원관리 현황 시스템

제공서비스

주요화면

미니전광판, 현재시간, 내선번호 표시, 상담원 현재 App상태, 소프트폰 제어,

로그인/개인정보관리, 연락처 바로가기, 상담등록, 상담이력관리, SMS문자 발송

조회, 목록, 정보, 이력목록, 상담내역, 녹취듣기, 메인, 상담복사

고객정보, 상담등록, 사진요청, 클레임, 상담이력

이력조회, 목록, 고객정보 관리, 상담내역, 녹취듣기, 클레임정보

담당자조회, 거래처관리, 콜백관리, 콘텐츠관리, SMS관리, 상담지식, 시스템관리

MAIN

고객상담

상담이력 조회

고객조회

추가기능

㈜소프트자이온은“행복한 소통의 브릿지”가 되려는 노력들을 통해 고객사가 목표한 바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소프트자이온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와 고객사의 고객분들
까지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가능하며,

비용절감과 고객만족도 증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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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2021!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ssCRM 오픈

·CRM 솔루션
   CMCoordi 2.0 출시

기술사업팀 CRM파트

셀비스CRM
㈜소프트자이온

기술사업팀 솔루션파트

070-5001-0869  
www.salevis.kr
www.softzion.com

02-6925-0503

솔루션 판매/구축/각종 제휴문의

셀비스 상담 및 데모신청

SALEVISCRM
SSCRM

BI/통계,
IT Design

CTI, VOC,
ioT,건설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