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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ADIX 플랫폼 소개

라틴어로 뿌리(Root)라는 의미를 가진 RADIX(라딕스) 플랫
폼은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토털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의 기본이 되는 3자간거래 방식과 일반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예약이 필요한 여행상품, 공연티켓 등을 판매할 수 있
다는 점에서 RADIX 플랫폼은 다른 솔루션과 차별화됩니다. 

특히 좌석예약이 가능하여 공연장,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버
스, 선박 등의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야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좌석을 생
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WYSWYG 방식의 UI를 제공하고 
있어 쉽고 빠르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기반 푸쉬 마케팅 서비스 등 써드파티들과 협
업하여 다양한 비즈니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RADIX 플랫폼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ADIX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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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ADIX Architecture

Database

RADIX Framework

Search Engine

Spring

Map API

REST API

JPA

Geo-Fence  
System

GDS/Amadeus  
API

GIS API

Weather API Navigation  
API

3rd Party

Security

Item

Commerce Engine

Ticket

Reservation

Voucher

Coupon

Statistic

Trace

AWS Cloud Service

Client

Web Browser

Mobile Browser

RADIX 
Android App

RADIX 
iOS App RADIX Platform은 확장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Java 언

어를 기반으로 Spring Framework를 이용하여 개발되
었습니다. 

뿐만아니라 JPA(Java Persistence API)규격으로 개발되
어 최고의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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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검색엔진

기존 서비스 및 솔루션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을 이용하는 데 비해 RADIX Platform에는 검색엔진을 
쉽고 빠르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을 사용하면 

1. 여러 컨텐츠 및 상품들을 통합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언어 등 환경에 따라 연관 상품을 제시할 수 있
습니다.  

3.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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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3자간거래

판매자를 등록하여 회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1. 상품관리 기능 
2. 판매승인 기능 
3. 포인트 관리기능 
4. 푸시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III. RADIX 주요기능 - 예약상품

RADIX Platform에는 판매할 수 있는 여러 타입의 상품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예약상품은 사용 날짜와 시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
는 상품입니다. 

판매자는 스케줄을 추가하여 특정 날짜와 시간, 횟수, 회차별 
최대수량 등을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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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좌석예약

RADIX Platform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타입 중 좌석예약 
상품은 타 솔루션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전 예약상품의 확장된 기능으로 좌석의 위치, 크기, 타입, 
등급, 사용여부, 예약가능 여부 등으로 세밀하게  조정하여 
화면에 표시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원을 점유하는 상품이라면 공연, 극장, 교통수단, 숙박
시설, 레스토랑 등 어떤 곳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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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바우처

RADIX Platform의 모든 상품에는 바우처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사용권과 같이 고유의 바코드, QR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경우 상품 정보와 같이 등록하여 구매자
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RADIX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모바일 티켓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유의 바우처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제공되
는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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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모바일티켓

RADIX Platform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모바일을 
통하여 발권 및 사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발권은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가능하며 발권된 티켓은 
파트너용 App을 통해 바코드 및 QR코드를 인식하는 것만으
로 간단하게 사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RADIX Platform에서 생성한 QR코드 이외에 바우처 기능에
서 따로 등록한 바코드 및 QR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11

III. RADIX 주요기능 - 리퀘스트 상품

리퀘스트 상품은 구매 시점에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이후 혹은 특정 시점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합니
다.  

구매 시에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결제를 하지 않고 판
매자가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구매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퀘스트 상품은 상품의 가격이 자주 변동되는 여행상품, 혹
은 구매대행 상품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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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지역기반 푸시마케팅 서비스

지역기반의 푸시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마케팅
을 제공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자의 위치, 성별 등의 다양한 정
보를 활용하여 타겟을 선정하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는 메시지 수신 후 상품, 쿠폰, 이벤트와 같이 고객사
가 필요로 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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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쪽지

RADIX Platform Native App 에는 사용자 근거리의 다른 사
용자와 간단한 쪽지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처의 사용자로부터 쪽지 요청을 받을지 여부를 
설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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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포인트

RADIX Platform에 포인트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포인트는 물건 구매, 충전,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시스템과 폐쇄형 쇼핑몰을 통합하여 사용하면 복지
몰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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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쿠폰

사용자가 상품을 구매 시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쿠폰은 단일 상품 혹은 카테고리 별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
며 일정금액 혹은 전체 할인율로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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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다국어지원

RADIX Platform의 컨텐츠 및 상품은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관리자의  Needs에 따라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추가적
으로 입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알맞는 언어로 표
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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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Native App

RADIX Platform과 연동된 Native App을 구성하고 커스터마
이징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앱보다 
월등히 정교하며 사용성이 최대화된 UX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품 구매, 커뮤니티, 모바일 티켓, 지도, 채팅등의 기능이 포
함되어 있는 사용자용 App과 모바일 티켓 확인 및 구매정보 
확인을 위한 파트너용 Ap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App은 로그인 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자동으로 분리
되게 개발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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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실시간항공 및 호텔 연동

여행 관련 서비스를 위해 GDS등을 이용한 실시간 항공 예약
과 실시간 호텔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항공 GDS : Amadeus 
지원 가능 호텔 Supplier : Amadeus, GTA,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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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폐쇄형 쇼핑몰

특정 도메인의 사용자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쇼
핑몰 기능을 지원합니다. 

주로 기업의 복지몰 등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각 기업별로 별도의 상품과 컨텐츠로 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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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ADIX 주요기능 - 클라우드 글로벌 서비스

RADIX Platform은 아마존 AWS의 기술 Stack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EC2, ELB, CloudFront, Route53, RDS, SES, S3 등의 기술 
스택을 이용하여 Auto-Scaling 을 이용한 자동 분산 처리 및 
Fault-Tolerent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각 Region별로 
서버를 분산처리하여 글로벌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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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솔루션 종류
Standard
커머스엔진

검색엔진

3자간거래

예약상품

좌석예약

바우처

모바일티켓

포인트

쿠폰

다국어지원

Extended
커머스엔진

검색엔진

3자간거래

예약상품

좌석예약

바우처

모바일티켓

포인트

쿠폰

다국어지원

Native App

쪽지

지역기반 푸시마케팅 서비스

OTA (Online Travel gency)
커머스엔진

검색엔진

3자간거래

예약상품

좌석예약

바우처

모바일티켓

포인트

쿠폰

다국어지원

Native App

쪽지

지역기반 푸시마케팅 서비스

리퀘스트 상품

실시간 항공 & 호텔 연동

폐쇄형 쇼핑몰

문의 문의 문의



Thank You.

RADIX PLAT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