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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의 시대,

현장 영업의 생존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객의 주요 소비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고객이 매장을 

찾는 이유와 매장에 기대하는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장을 찾는 고객,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직원, 그리고 직원과 

제품 전반을 운영하는 매장 운영자는, 각각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Samsung Nexshop Sales를 통해 

성공적인 현장 영업의 길이 손 안에 펼쳐집니다.

맞춤형 고객 상담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실시간 판매 실적/재고 관리로 수익을 높이는 운영!

고객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 제품 관련 

사전지식을 이미 갖춘 고객들은, 

매장에서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검색 이상의 실제적인 경험과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비교하여 오프라인 

역시 간편한 결제를 원합니다.

판매 직원

방문 고객의 매장 체험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고,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판매직원은 

다양한 제품에 대해 보다 

분석적이고 자세한 제품 정보를 

습득하고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 뿐만 아니라, 판매 

직원의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간편한 

Sales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매장 운영자

매장 운영자는 재고부족으로 

발생하는 판매손실 또는 과잉 

재고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와 같은 

매장 운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과, 고객분석 및 실시간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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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shop Sales란? 강력한 고객관리와 구매 편의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매장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Retail 영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영업지원 

솔루션입니다.

제품관리부터 고객대응, 판매 및 결제, 사후 판매분석까지 현장 

영업 프로세스의 전 영역을 지원하고, 그결과 고객 만족도 증가와   

효율적인 매장관리가 가능하여 Retail 영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제 개통

주문

프로모션 제품비교

One-stop
Sales

One-stop Sales

고객의 구매 상담 시작부터 제품 탐색, 비교, 주문, 결제, 개통(휴대폰)

까지, 모든 Sales활동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하여 한 자리에서 

Seamless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Effective Operation

실시간 판매, 재고, 고객 구매의사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서버, 그리고 기간계 

시스템과의 Seamless한 연계를 통해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합니다.  

Sales Device

Server
Product

Customer
Inventory

Sales

LFD 바코드 스캐너프린터  

Backend
ERP
CRM

Online Store
SCM

Powerful Clienteling

현재 매장 내의 제품뿐만 아니라 타 매장 간 제품 비교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구매 및 상담이력을 

조회하여 고객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판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정보

기본정보

Interest

구매이력

상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비교

연관상품정보

Clienteling Tool

주문 및 결제

Shopping Cart 결제 및 환불처리

주문 생성 및 
판매 관리 바코드 스캔 및

카드 리더기 등 장착반품 및 교환
환불 관리

판매 이력 관리 영수증 출력

제품관리

제품 정보 제공

비교 정보 제공

실시간 프로모션
정책 전달

실시간 판매 
전략 반영

연관 제품 추천

고객관리

고객 등록

고객 정보 관리

고객 조회

구매 이력 관리

상담 이력 관리

재고관리

재고 현황 조회

제품 입출고 관리

재고 실사 및 조정

재고 이동

분석

고객 분석 실시간 판매분석 BI Dashboard 제공 온/오프라인 채널 분석

Nexshop Sales 기능구성도

제공가치



제품 관리 판매직원에게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판매직원의 고객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즉각적인 

고객 응대가 가능하고 고객의 구매 및 상담 이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재고 관리 체계적인 제품 재고 관리를 통해 제품 입출고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판매현황에 따라 재고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생성 고객 관심제품의 결제예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을 응대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주문 생성하여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고객이 결제를 위해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제 부터 영수증 출력까지 구매관련 
활동을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판매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다양하고 

직관적인 지표로 제공하여 Business에 대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판매분석

적용사례

전자제품 판매업체 A

전국 35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A는 표준화된 판매 프로세스의 부재로 판매사원의 

역량에 의존한 고객대응이 이루어져 고객서비스의 상향평준화가 불가능했고, 개인 고객의 상담 이력이 

별도로 기록되지 않는 관계로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체 A는 Nexshop Sales 적용으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매장업무를 자동화하여 주문 

및 결제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구매 및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객 방문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적합한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세 및 

비교정보, 판매 정책,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결국 Nexshop Sales 적용 이후, 판매업체 A는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만족도 상승을 통해 재구매율이 8.4% 상승했으며, 반품률이 0.16%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장영업을 

수행하는 판매사원의 상담 건수가 17% 증가했고,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 평균 35분 증가했으며, 영업을 

위한 교육기간이 75%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판매 사원 업무 수행시간 

매장 재방문율 및 재구매율

판매 사원 상담 건수

35 min

8.4 %

17 %
UP

출처 : 전자제품 판매업체 고객사 A

고객 변심 및 반품률

0.16%

판매 사원 교육 기간

75%

DOWN

프로세스 전 영역에 걸친 6개의 주요 기능으로, 
판매 직원과 매장 관리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매장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전 세계 다양한 Industry에 적용되어, 
판매 업체의 매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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