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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콜 출장방문 서비스대행1)



1. 에버콜 업무 흐름도

1577-7902



EverCall 센터현황(20년 01월 현재)

2. 에버콜 서비스센터 현황

EverCall 서비스는고객사에게최적의 CS 환경제공및 원
스톱출장방문서비스고객지원

언제나고객을위한컴퓨터서비스
고객만족시스템구축철저한사후관리

좋은서비스! 행복한서비스! 친절한서비스!

그린센터 => 2인이상 지정점 서비스센터 운영

블루센터 => 1인이상 협력점 서비스센터 운영

일반센터 => 1인이상 가맹점 서비스센터 운영

체계적인 서비스망 구축 및 CS교육 지속적 투자

전국 채널의 서비스체계구축

EverCall One Stop Service 행복서비스 에버콜 지역센터

지역 센터 (수)

서울 48

경기.인천 47

강원도 15

충청북도 13

충청남도 15

대전광역시 5

경상북도 24

경상남도 18

지역 센터 (수)

대구광역시 8

울산광역시 5

부산광역시 16

전라북도 15

전라남도 22

광주광역시 5

제주도 2

합계 263

그린센터 : 72개 블루센터 : 131개 일반센터 :   60개



3. 에버콜 고객사 현황

I&C솔루션

주식회사 비아코

㈜올포아이

㈜유앤이이씨

㈜아즈텍씨엔에스

스카이시스템

㈜제일코비㈜킹스정보통신

㈜오리온정보통신

삼성홈플러스

㈜아이클럽씨앤씨

㈜위트젠 위버스티앤씨㈜

㈜피씨이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팝스포유
㈜신화정보

㈜큐브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이렉타

㈜그린아이티씨

아즈텍씨엔에스

주식회사 지피엔씨

㈜피씨사랑

피씨사랑

㈜비아이오에스

비피씨엔에스 (주)모다넷

MoDaNet

유한회사 랍코리아 ㈜플랜티넷㈜솔루션멘토

㈜컴퓨존

㈜시스기어



1) 전산통합 관리시스템 EverCall One Stop Service - EOSS

4. 에버콜 이오스전산 ERP 시스템 특장점



5. 에버콜 H/W 출장방문 서비스대행 발행기준표

3) EverCall 은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출장방문 서비스대행 ” (VAT별도)

서비스택구매비용(vat별도) 구매수량(월) 구매단가(원) 비 고

7,000원 3,000장 기준 21,000,000원 1년무상

8,000원 2,000장 기준 16,000,000원 1년무상

9,000원 1,000장기준 9,000,000원
1년무상 서비스 기준

(복구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10,000원 500장기준 5,000,000원
1년무상서비스 기준

(복구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15,000원 100장기준 1,500,000원
1년무상서비스 기준

(복구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 고객사 서비스태그 구매비용(VAT별도)

▣ 고객사 파트너제휴문의

○ 컴퓨터서비스대행 서비스태그(스티커) 구매 문의 및 제휴문의
○ 랜섬웨어 예방 복구솔루션 – 12개월 무료이용권 별도 제공

○ 에버콜 웹사이트 : www.EverCall.net
○ 대표전화 : 1577-7902  /  팩스번호 : (02)6455-6628
○ 담당자 : 박휘종 이사(010-5703-1400) / 이메일 : gigastoa@naver.com

http://www.evercallas.com/


복구프로그램 제안 공급2)



1. 복구프로그램 제안 공급 - 랜섬웨어예방

에버헬퍼 마스터 제품 소개 – 개인용 및 업무용 복구프로그램

PC 백업 및 복구 서비스 제안

PC 사용 중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 중에 랜섬웨어, 악성코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문제
가 80% 이상인 문제를 즉시 복구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멀티스냅샷 저장방식으로 초기시점, 1~3시점을 저장하여 현재시스템으로 복구하도록
저장할 수 있다.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입니다.

에버헬퍼 마스터는 랜섬웨어예방, 바이러스차단, 악성코드차단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백업(초기시점, 1~3시점)해 놓았다가 문제가 발생시 복구시켜주는 복구프로그
램 서비스입니다.



(우)18323

본사. 경기도 수원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서울지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74
경기지사. 경기도 안양시 평촌대로 239

고객센터 : 02-1577-7902

담당자 : 박휘종 이사

휴대폰 : 010-5703-1400

gigastoa@naver.com

http://www.EverCall.net

(주) 기가스토아

귀 사의 제품에 대한 서비스대행에 따른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에버콜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