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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 of Contents

I. 회사소개

II. HicomAS 서비스 소개

III. PC Manager 소개



3

1.  회사개요

2.  조직구성

3.  연혁

4.  사업부문소개

5.   왜 디어비즈 인가?

I. 회사소개

ONTENTS



4

• 회 사 명 주식회사 디어비즈

• 대표이사 정 재 훈

2002년 3월 15일

40명 (2007년 2월)

컴퓨터 A/S 사업, 컴퓨터 판매 사업, 인터넷 서비스 사업,

제휴 마케팅 사업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59-2 청동빌딩 8층

Tel : 1544-1175 / Fax : (02) 886-6713

• 설립년도

• 직 원 수

• 주요사업

• 주 소

• 대표전화

Bout Us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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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하이컴AS 사업본부

2. 조직구성

전략기획실

영업본부 개발사업본부 물류사업본부 여행사업본부

고객지원팀

제휴관리팀

웹개발팀

응용개발팀

디자인팀

체계적이며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열린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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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ᆞ 헤드런 설립

ᆞ ㈜시스게이트 기업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구축

ᆞ ㈜디어비즈 법인설립

ᆞ 디어몰 쇼핑몰 서비스 오픈

ᆞ 소호잡 서비스 오픈

ᆞ 국내최초 프랜차이즈몰 오픈 (www.franchisemall.co.kr)

ᆞ 커뮤니티 포탈 폰팔 서비스 오픈 (www.ponpal.com)

ᆞ 비즈니스 포털 사업 오픈 (www.kmain.com)

ᆞ 신기술기업 벤처기업 등록 (제 051134233-1-00160호)

ᆞ 컴퓨터 A/S 서비스 HicomAS 오픈

ᆞ 후불제 컴퓨터 복구방법(Computer Recovery Method) 특허 출원

ᆞ고객단말 복구방법 특허증 획득(복구솔루션)

ᆞ조립피시 쇼핑몰 600개 운영 대행

ᆞ용산 완제품 쇼핑몰 60여 개 오픈

ᆞ INNO-BIZ 기업 선정

2002

2004

2003

2005

2006

H
is

to
ry

ᆞ하이컴 AS가맹점1,600호 입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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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브랜드 ‘HicomAS’
전국 출장 A/S 제공

- 전국 1,600여 개의 가맹점 보유

- 독자적 브랜드 PC ‘하이컴’ 판매
- B2B, B2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컴퓨터 판매

-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제공
- 조립피시 쇼핑몰 600여 개 운영 대행

- 전국 가맹점을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

- ISP 회선, 온라인 음악 등
다양한 업종과 제휴

HicomAS을 기반으로 한 사업영역 확대

㈜디어비즈
사업분야

컴퓨터 A/S 사업

인터넷 서비스 사업

컴퓨터 판매 사업

제휴 마케팅 사업

4. 사업부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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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comAS 통한 신규사업 확대
•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전국 A/S망 구축

• 전국 1,600여 개의 A/S 가맹점 보유

• 지사 및 센터와 공동 마케팅 개척

• HicomAS 가맹점을 통한 신규사업 창출

(B2B, B2C 서비스 확대)

Why!
시장 경쟁력 강화
• 창의적 조직체계 구축

• 핵심 역량 발굴

• 우수한 인력관리 능력

CEO의 투명경영
• 수익중시경영 실현

• 서비스 품질경쟁 가속화

시장의 다변화 전략
•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위험 최소화

• 서비스 및 제품 인지도 통한 강한 영업력

• 서비스 및 제품의 마케팅 전략 다양화

5. 왜 디어비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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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개요

2.  HicomAS 서비스란?   

3.  HicomAS 서비스 Process 

4.  HicomAS만의 특화된 A/S Solution 

5.  국내 최대 규모의 off-line A/S망 구축

6.  기대효과

II. HicomAS 서비스 소개

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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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 및 A/S관리

원격 A/S

보안/바이러스 방지서비스

Off-Line A/S(출장 A/S)

해피콜 서비스

기업유지보수

1. 서비스 개요

On-Line Off-Line

기존 A/S 방식의
한계도달

단일화 표준화된
A/S Network 필요

CRM System

Management System

HicomAS만의 A/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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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comAS 서비스란?

조립PC
판매회사

HiCom
A/S 대리점

고객

A/S스티커가 부착된 PC판매

①A/S 서비스 신청 ⑤해피콜을 통한
고객만족도 체크

③출장 A/S 서비스 제공

④HICOM A/S 출장 보고

하이컴A/S 서비스 구매
→1년간 무료 출장 A/S 신청 ②접수된 지역에 따른 A/S 출장 요청

⑥출장비 지급

HicomAS 서비스란?
HicomAS에서 제공하는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된 조립PC를 대상으로
1년간 출장A/S 비용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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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comAS 서비스 Flow

접수DBA/S DB 접수DB

▪ 고객정보

▪ 상담정보

▪ A/S가맹점 배정

▪ 이력관리

Data

고객상담

기술상담

A/S접수

고객

서비스 만족도

가맹점 만족도

전화/웹/원격 상담에

의한 A/S 요청

본사A/S
사후관리 요원

Happy Call

HiCom
A/S 가맹점

A/S접수 확인입력

웹/SMS전송 결과완료보고

1544-1175
(1日치료)

상담원 상담원

Call Transfer

1:1 원격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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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comAS만의 특화된 A/S Solution

기존의 오프라인 A/S망과 온라인 복구A/S의 결합을 통한

신개념의 A/S Solution 구현

H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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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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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

ti
o
n
s

Management System CRM SystemPC Manager

전국 출장 A/S 서비스

해피콜 서비스

지정 담당A/S 서비스

Total on-off line A/S System

온라인 3초 복구 서비스

A/S 진단 및 원격지원 서비스

데이터 백업 서비스 해피콜 관리 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

인터넷 장애진단 서비스

담당자 지정관리 시스템

고객별 A/S 진단 DB 구축

고객 수리진단 내역 공개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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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최대 규모의 off-line A/S망 구축

(완제품피시 판매업체 및 A/S대행 업체 현황, 2006.08 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대전 전라 대구 광주 경상

62

부산 제주 전국

업체 수 538 280 71 62 107 37 112 18638 107 11 1,611

국내 최대 규모의 조립PC 판매업체 및 A/S 대리점 망 구축

전국 40개 지사, 1600여 개의 A/S센터의 하이컴 플라자

골드센터

지역별 지사

일반센터

골드센터

지역별 지사

일반센터

골드센터

지역별 지사

일반센터

골드센터

지역별 지사

일반센터

전국 1700여 개의
하이컴 플라자

전국 40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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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뢰도 상승 저렴하고 신속한 A/S 고객정보의 체계화

6. 기대효과

HicomAS와 함께라면

귀사의 對 고객서비스는 한발 더 앞서나갑니다.

ᆞ일반 조립PC의 A/S에 대한

해결책 제시

ᆞ자체적인 브랜드화를 통한

고객신뢰도 상승

ᆞ전국 40개의 지사와

1,700여 개의

하이컴플라자를

통한 신속한 서비스 가능

ᆞ자사 출고 PC A/S현황 파악

및 A/S처리 상태 확인 가능

ᆞ고객별 A/S접수 현황 및

해피콜 만족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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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 Manager 서비스란?

2.  PC Manager 서비스 Flow 

3.  PC Manager 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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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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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 Manager 서비스란? 

PC Manager 서비스란?
PC Manager 서비스는 순간복구와 데이터 백업, 원격지원, 출장A/S, 인터넷 장애진단 및
유해사이트 차단 등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신개념의 컴퓨터 통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하이컴A/S
대리점 피시판매점

고객

②복구요청 ③복구결제 후 패스워드발급
/복구수행

①복구솔루션 탑재 후 출시
①복구솔루션 설치

④장애발생시 해당 설치
A/S대리점에게 A/S 배정

⑤출장A/S / 유상A/S처리

④복구 성공 시 복구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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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 Manager 서비스 Flow

NO

출장A/S시 복구솔루션 설치

문제발생

복구시도 / 결제

복구성공?

YES

가맹점 수당 정산

A/S 자동접수 결제 취소

원격지원(무상) / 출장AS(유상)

각 A/S대리점에서 설치한
고객의 관리 및 원격지원을 담당함AS대리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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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장애진단

ᆞ인터넷 장애 시 ISP회선, H/W 문제여부를 즉시 판단

ᆞ문제발생 원인마다 해결책 즉시 제안 가능

ᆞ인터넷 환경설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인터넷 사용가능

| 전국 출장 A/S

ᆞHicomAS에 가입된 전국 1,400여 개 A/S센터를

통하여 전국 어느 곳이라도 24시간 이내 출장 A/S 가능

ᆞ약 3,000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특화된 분야에 적합하게 A/S 수행

ᆞA/S 관리모드를 통하여 A/S 진행상황을 HicomAS 본사와

HicomAS에 가입된 A/S 센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ᆞ해티콜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체크함으로써 좀더 친절한 A/S 제공

| 원격지원

ᆞ센터에서 지원되는 원격지원 솔루션

ᆞS/W 이상 시 담당센터에서 원격으로 즉시 처리 가능

ᆞ원격지원 불가능 시 담당센터에서 즉시 출장 A/S

| 데이터 백업

ᆞ실시간 인크리멘탈 백업 기능으로 빠른 데이터 백업 지원

ᆞ작성 및 수정된 데이터를 즉시 백업하는 실시간 즉시 백업 기능

ᆞ백업 공간 절감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압축, 암호화 기능

ᆞ사용자 암호 입력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의 접근 봉쇄

ᆞ백업된 데이터의 안정성을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사 기능

ᆞ백업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백업으로 높은 안정성 제공

| 3초 순간복구

ᆞ컴퓨터 운영체제 및 응용소프트웨어 복구

ᆞ보호 설정된 사용자 데이터의 복원

ᆞ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대비

ᆞ다수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ᆞ시험용 시스템의 손쉬운 정비

3. PC Manager 서비스 구성

| 인터넷 장애진단

| 전국 출장 A/S

| 원격지원

| 데이터 백업

| 3초 순간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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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복구솔루션과 PC Manager 비교

종류 유사 소프트웨어 PC Manager

바이러스검색/
치료프로그램

-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작용 후 검색 및 치료
(사후약방문) 

- 근본적이고 완전한 치료 거의 불가능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동일 현상 방지에 주력)

- 바이러스의 종류(신종 기존) 종류 등에 모두 적용
- 바이러스의 작용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염 이전으로

완벽한 복원

이미지 백업
복구프로그램

- 하드디스크 백업을 위한 별도 저장장치(ex.cd)필요
- 백업 및 복구 시 많은 시간 소요
- 복구 후, 시스템 설정 등 별도 작업 필요
- 사용자 데이터 복구 불가능

- 별도의 저장장치 불필요 하드디스크 내에 500MB미만 사용
컴퓨터 재 시작 시 1초 정도로 복구완료

- 사용자 보호영역으로 이동한 데이터는 완벽보호

시스템보호
프로그램

- 하드웨어 설치 등으로 작업이 복잡하고,
기존 하드웨어와의 충돌 발생

- 시스템 복구 시 사용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만으로 설치완료
사용자 데이터의 보관을 위한 별도 공간 제공

해킹방지
프로그램

- 기존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의 활동에 의한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유출 방지 불가

- 해킹 프로그램의 색출 및 제거 곤란
해킹 이전 상태로 완벽한 복원

데이터복구
프로그램

데이터 삭제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의 보호
바이러스에 의한 시스템 손상 복구 불가능한
도스상태에서 명령에 의한 시스템 손상에 무방비

완전한 복원 가능 (보호설정 또는 백업솔루션 추가 등)

복구 불가시 대처 없음 전국 1400여 개 A/S인프라를 통한 고객 클레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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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PC 최적화

관리비용 극소화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데이터의 완벽한 복구

PC Manager를 이용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컴퓨터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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