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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플리일반현황

1. 회사명 주식회사플리 2. 대표자 김 수 용

3.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처리 및 제공기술

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23-7, 준빌딩

5. 연락처 전화번호 : 02-6203-8580 팩스번호 : 02-6203-8590

6. 회사설립년도 2017년 07월

7. 해당부문사업기간 2017년 07월 ~ 현재

8. 주요연혁

 2017년 : ㈜플리 설립

 2017년 : 벤처기업협회 선도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업 선정

 2018년 : Private Push 솔루션 NTIUS-P v1.0 출시

 2018년 : Private Push 기반 In-Game 지능형 채팅 플랫폼 사업화

 2018년 : 2017년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쇼핑몰 장바구니 공유를 통한 Gift-

Commerce 플랫폼＇ 사업 수행

 2018년 : 장바구니 SNS서비스 ‘Plea’ 글로벌 출시

 2018년 : BC카드 자회사 브이피㈜와 카드사 대상 장바구니 공유 B2B 파트너쉽 체결

 2018년 : 금융권 보안솔루션 및 뱅킹시스템 전문회사 ㈜이니텍과 푸시 솔루션

유통 계약 체결

 2018년 : ㈜필링크 푸시 솔루션 부문 고도화 용역 수행

 2018년 : 메조미디어 라이브퀴즈쇼 ‘큐피트＇서비스 개발 및 라이브 동영상 인터랙션 Sync

모듈 개발

 2018년 : 삼성화재 앱푸시 솔루션 고도화 및 윈도우 앱 SDK개발

 2018년 : 새마을금고 앱푸시 솔루션 고도화 및 전자고지서 앱 개발

 2018년 : KT 후후서비스 오라클 코히런스 메모리 DB 대개체(Redis) 적용 개발

 2018년 : VREZ VR컨텐츠 서비스 플랫폼 개발

 2018년 : 현대카드 모바일 앱 Push 솔루션 납품 및 현대카드 앱 적용

 2018년 : KB손해보험 앱푸시 솔루션 납품

 2019년 : ㈜플리 벤처기업 인증

 2019년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년 : 애큐온저축은행 푸시 솔루션 운영/유지보수

 2019년 : BNK캐피탈 앱푸시 솔루션 납품

 2019년 : 신협중앙회 스마트폰뱅킹 간편결제 푸시 솔루션 납품

 2019년 : 신용회복위원회 푸시 솔루션 납품

 2019년 : 현대카드 모바일 앱 Push 고도화 진행

 2019년 : LG 유플러스 커넥티드카 카인포메이션 구축 진행중(토요타 자동차)

 2019년 : LG 유플러스 070 RCS 프로젝트 개발

 2019년 : OK 저축은행 푸시 솔루션 납품

 2020년: 메조미디어 실시간 라이브 퀴즈서비스 “큐피트” 3차 개발

 2020년:  KB저축은행 Push  솔루션 납품

 2020년:  유안타증권 주문수탁 전용메신저 “주문톡” 구축

 2020년: BNK부산은행 Push솔루션 구축

 2020년:  산림조합중앙회 Push 솔루션 구축 진행

 2021년 : 유플러스 ‘홈쇼핑모아’ MSA 서비스 구축 진행

 2021년 : KB증권 증권방송 서비스 구축 진행

 2021년 : 메조미디어 라이브 퀴즈쇼 ‘큐피트’ 서비스 고도화 진행

 2021년 : KTDS - KT ITO-서비스플랫폼_SM개발(nMIMO 외) 진행 중.

 2021년 : 경기도 스마트 마을 노무사 플랫폼 구축.

 2021년 : 산업기술평가원 스마트 RCMS 고도화 PUSH 구축.

 2021년 : 한국투자증권 PUSH 공급

 2022년 : LG U+ 아이돌라이프 글로벌 웹서비스 구축/ 커뮤니티 구축 /뉴스서비스 구축

 2022년 : 롯데손해보험 / 인천공항공사 /경남은행 / 대구은행 PUSH 구축

㈜플리는이동통신솔루션및네트웍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원천기술을가진, 
메시징솔루션/ 모빌리티플랫폼/ 커머스서비스에특화된기술적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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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 People

㈜플리 조직구성및기술등급별인원현황

㈜플리다수의개발진은이동통신사를대상으로10년이상의개발경험을보유하고있는회사입니다.
국내3대이동통신사와해외주요이동통신사의다양한플랫폼을경험하였습니다.

솔루션 1팀

솔루션 2팀

코어네트워크팀

앱개발팀

기술지원팀

서비스기획팀

UX팀

컨설팅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기술개발조직

영업팀

기술인력보유현황

구분 인원

6

7

10

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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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omains

㈜플리 주요사업영역

㈜플리의사업영역은모바일및이동통신네트워크분야의코어기술개발을통하여솔루션을구축하고,
다양한멀티미디어및커머스에적용하는부분까지도달해있습니다.

Car Mobility Platform 영역Mobile Network 기술영역 Commerce & Multimedia

자체보유기술자체보유솔루션 자체보유서비스

커넥티드카플랫폼
Private Push Solution
비대면화상채팅솔루션

ShopperNetworking SNS

타사구축사례타사구축사례 타사구축사례

Global자동차 브랜드
커넥티드카플랫폼

유안타증권주문수탁업무
‘주문톡’ 시스템구축

CJ메조미디어라이브퀴즈쇼
‘큐피트’ 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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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Solution
‘NTIUS -P’

제조사 ㈜플리

용도 Private IP-Push  솔루션

버전 1.0

라이선스 서비스및적용앱별

제품개요 스마트폰과태블릿환경에서

기존 SMS를대체하여마케팅비용을절감하고,

Google과Apple Push서비스의기능제약을

극복함과동시에자체보안성을강화를목적으

로자체 IP Push Center를구축하는

솔루션입니다.

주요특징

유연성

성능및

보안

안정성

 다양한시스템연동방안제시

 Web, Legacy, PUSH DB 연동

 복수 App 운용및 App 추가지원이용이한 AgentSDK제공

 50만(최대 100만) 이상의멀티세션관리

 Long Polling방식으로세션유지

 Prefix 기반으로서버부하분산

 TLS/SSL을통한메시지암호화/HASH알고리즘을통한인증

 실시간메시지전송기능

 Linked List를사용한메시지순서보장

 수신확인/읽음확인기능지원

 Pending 메시지 SMS 우회전송

㈜플리의NTIUS-P 솔루션은기존Public Service로제공된구글과애플푸시서비스의기능과성능제약을
극복한자체Push 서비스의구축을지원하는통신/메시징솔루션입니다.

Push Solution –NTIUS P

솔루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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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US-P푸시솔루션개발팀은2011년부터8년간다양한이동통신사및금융권Private Push를구축하고
안정적인운영과기술지원을제공한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Developers

개발인력수행경험

이동통신사용자체Push Sender구축

대용량세션처리기술확보
(50만세션동시접속, 500tps)

2012년삼성증권Push 구축

최초의금융권Private Push
(App간충돌/배터리소모이슈해결)

20여개의 금융권 및 엔
터프라이즈 구축 경험

다양한금융권/산업권진출

다양한환경과의결합경험
(솔루션고도화/단말선대응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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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US-P푸시솔루션은현대카드등국내대형금융사의핵심솔루션으로납품되어,
안정적인대고객서비스를진행하고있습니다.

References

구축레퍼런스

신규구축및타사솔루션대개체

타사솔루션고도화수행

새마을금고Push 전자고지서개발 삼성화재Push 고도화프로젝트

KB손해보험Push 솔루션도입 현대카드모바일앱Push구축 BNK캐피탈Push 납품 신용협동조합Push구축

신용회복위원회Push구축

유안타증권Push 구축

OK저축은행Push구축 KB저축은행Push 신규구축 부산은행Push 구축애큐온저축은행Push구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Push구축 한국투자증권Push구축 LG U+Push GW, WEB 변경개발. 롯데손해보험Push 구축중 경남은행Push 구축중

대구은행Push구축중 한국공항공사스마트패스Push구축중 산림조합중앙회Push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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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성

DMZ 기업내부망

소비자단말 .. ..

App
SDK

NTIUS-P

Sender
NTIUS-P

Linker

Push DB

Legacy 1 Legacy 2 Legacy N

…

Push Admin

카카오 알림톡

SMS/LMS/MMS

Private Push Message

우회 전송

APNS/FCM

SDK Wake-up/앱삭제 확인

NTIUS-P푸시솔루션은단말에직접연결하여통신하는Push Sender / 
내부레거시시스템과Sender 구간을연동하는Push Liner로구성되어있습니다.

Architecture

시스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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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1)

기능 내용

Real-Time, Batch 발송기능

(전문, File, DB연동지원)

• 실시간, 배치발송모듈모두지원

발송연계모듈은실시간, Batch 지원. 인터페이스형식은전문, 파일, DB 등지원

상세규격은고객사연동방식에따라커스터마이징지원

메시지발송후DB처리

(최소3시간이상유지후DB처리)

• 발송요청후DB저장처리

유입된메시지를실시간으로발송서버에요청하고, 유입된메시지는모든케이스에대해누락없이DB에저장관리

구간별장애시메시지유실율Zero보장
• 메시지유실율Zero보장

연동구간문제시내부메모리또는파일로기록하여Retry 처리및결과저장관리

Hybrid 방식(Private, Public) 지원
• Private,Public Push 발송지원

Private Push 가지원되지않는경우Public Push와연계하여전송처리

Push 메시지발송

기능 내용

Client Agent 배포관리 • Push 서비스를위한Client Agent제공

Clinet App 배터리사용최적화
• Network DORMANT 대비Process관리, 동적CPU 활성Process 적용기술을기반으로배터리소모량이

최적화된Agent제공

Client/Server간전문암호화

(특정필드암호화포함)
• TLS/SSL 기반으로통신구간전문을암호화.필요시특정필드메시지암호화지원

Client Agent & 보안

시스템구성주요 기능

주요기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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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2)

기능 내용

Push발송서버당최대100만Client Session 유지

가능

• 최대100만세션관리

이벤트기반멀티플렉싱기술기반으로발송서버기준50만에서최대100만세션유지

대량의Client Session이동시에유입시안정적인서버

분산기능

• 안정적세션서버분산관리

세션분산은세션관리서버에서만발급관리하여안정적분산처리지원

Client Session 관리

(실시간서버세션분산, 특정Connect  서버할당등)

• Prefix기반세션분산관리

최초Client 접속시Client 식별자(예: MIN Prefix) 를기준으로분산처리

• Prefix에따른세션재배치

운영중Prefix분산정책을변경하여서버별세션재배치지원

Client Session Schedule 관리

(Connect 주기, 횟수, 사용자별유형분류등)

• Client세션통제관리

Client에세션접속주기, 회수등세션접속관련운영설정정보를Push서버에서Client에제공.Client Push 서비스유형에따라Push 

서버에서설정정보를제공하여사용자유형별별운영주기통제

동일한Device로반복된Re-Connect 발생시이전

Session정보삭제

• Client 세션예외처리

LTE/Wifi 변경등으로ClientRe-Connect 요청시이전연결은종료처리

Agent와Server 모두종료예외처리

Client 세션관리(Push 발송서버)

기능 내용

Process, Client 세션, Event 등

서비스모니터링및관제

• 전체PushCenter 의서버현황을그래픽요소로제공

-GUI 모드, GRID 모드전환기능

-각서버별세션현황, 서버의상태

-서버CPU, Memory, Disk 모니터링

Dashboard & Backoffice

주요 기능

주요기능(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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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3)

기능 내용

Client Session50만, 100만기준처리량

(서버1대및4대인경우산출)

• 서버1대기준처리량

• 서버4개기준처리량

메시지처리용량

세션
처리량

Normal Max

50만 500TPS 1000 TPS

100만 500TPS 800 TPS

세션
처리량

Normal Max

200만 2000TPS 4000 TPS

400만 2000TPS 3200 TPS

주요 기능

주요기능(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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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Service
‘Plea’
Mobile Solution
‘NTIUS -P’

국내대형MediaRep사인Mezzomedia가자체서비스하는
현금보상기반실시간라이브퀴즈앱서비스‘Qfeat’의개발/운영을전담하고있습니다.

Service Reference – Live Quiz Show ‘Qfeat’

앱서비스개발사례

Live 퀴즈쇼 ‘Qfeat’ 동영상라이브스트리밍서비스기반다양한 Interaction 서비스

-LiveStreaming 중대용량시청자채팅처리기술적용

: 채팅송수신/채팅필터링/중복메시지방지/블랙유저기능

: 메시지버퍼링처리

: 대용량세션처리기능

-라이브동기화기술을통한다양한인터랙션처리기능제공

: 회원가입/관리/휴면회원관리

: TOKEN기반API연동처리기능

: 방송이벤트편집및전송기능

자동정산및입출금관리기능

-퀴즈획득포인트의자동환전기능제공

: 다양한퀴즈포인트획득/부활기능등CMS기반퀴즈게임정책설정

: 펌뱅킹시스템연동을통한자동환전(최소금액없는자유환전) 기능

: 다양한정산및서비스통계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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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몰

해외
쇼핑
몰

소셜
커머
스

오픈
마켓

브랜드몰

SNS Service
‘Plea’
Mobile Solution
‘NTIUS -P’

㈜플리의인터넷쇼핑장바구니관리서비스로, 다양한쇼핑몰의관심상품을하나의서비스로관리하고,
다양한혜택을수령할수있도록제작된서비스입니다.

SNS Service –PLEA

서비스Overview



Value for Consumer

장바구니관리부터

간편선물하기까지한번에!

#장바구니쉽게관리해! #함께쇼핑얘기해! #Wish템으로선물해!

쇼핑몰마다제각각인
장바구니찾아헤매지말고

맘에드는상품Plea하나로통합관리

나와취향이비슷한친구들과
다양한아이템공유하고
실시간으로의견나누기

보내는곳주소를몰라도
친구의Wish아이템
간편하게선물하기

Update
예정



#새로운매출영역확보 #간편한서비스연동 #합리적인운영비용

유저들의자체생산및확산과
간편선물하기기능을통해

새로운트래픽확보

다양한쇼핑몰개발환경에맞는
Open API 제공으로손쉽게연동가능

별도의운영비용없이
매출발생시에만판매수수료지급

쉽고간편하게운영가능한

새로운판매채널

Value for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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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여정

구분
통합 장바구니

공유 앱
패션쇼핑몰
메타정보 앱

패션 콘텐츠
공유 앱

장바구니
통합관리 앱

관련 앱

탐색하기
제품

카테고리
모든 카테고리

제품
패션 패션

모든 카테고리
제품

비교하기

콘텐츠
작성자

모든 사용자 사업자 모든 사용자 나

콘텐츠 내용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단순 제품 정보 구매 후기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
연동

모든 쇼핑몰 자체 입점몰 자체 입점몰 모든 쇼핑몰

장바구니
공유/소통

방법
SNS 실시간 X X X

구매하기

앱 내
직접구매

X X 입점몰만 가능 X

조르고
선물하기

연동시 가능 X X X

<플리>
<브랜디, 지그재그,

스타일썸, 요일>

<스타일쉐어> <위시어폰>

VS

한번의로그인으로,패션뿐만아니라모든
쇼핑몰의장바구니제품을한곳에담아관리

사용자가구매희망상품을직접업로드함으로써, 
리얼한트렌드/잇템확인이가능

쇼핑몰입점이아닌제휴와연동을통해
상호시너지효과가능

조르기/선물하기기능으로친구가받고싶은
아이템을바로결제해서전달가능

모든쇼핑몰장바구니통합

리얼트렌드확인

쇼핑몰과의적극적제휴와연동

대리결제기능제공

사용자간실시간으로이뤄지는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통해공감대형성및구매결정장애
해소

지인과함께하는쇼핑경험장바구니
통합관리앱

패션콘텐츠
공유앱

패션쇼핑몰
메타정보앱

서비스차별성SNS Service
‘Plea’
Mobile Solution
‘NTIUS -P’

㈜플리의인터넷쇼핑장바구니‘플리’는쇼핑몰과의트래픽경쟁이아닌상호시너지효과창출을목적으로
하여SNS형태의장바구니공유/관리기능으로무한한확장가능성을보유하고있습니다.

서비스차별성

서비스특징



2023. 
모바일 솔루션&서비스 전문가 그룹

와 함께하세요

관련문의
sales@plea.kr / 02.6203.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