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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1.1 개요
▪ CODY는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에서 50여 년간 호텔을 운영해온 서울프린스호텔을
모회사로 하여 그간의 쌓아 온 노하우와 신뢰를 토대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호텔 IT솔루션
업체로서의 역량을 키워 왔으며, 2018년 6월 신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CODY 브랜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호텔 시장 환경에서 호텔이 원하는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명

㈜코디더매니저

설립연도

2018. 6. 12

대표이사

남석우

종업원수

13명

전화번호

주소

•

02-2272-5005

홈페이지

• www.codymanager.com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2길 11-8, 3층(남산동3가)

사업분야

• 호텔 IT 통합솔루션

사업 실적

CODY 솔루션 구축 / 연간 유지보수 고객 : 60개 호텔(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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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1.2 조직 구성
▪ ㈜코디더매니저는 경영전략기획, 제품개발연구(R&D), 제품운영, 영업으로 조직 운영 중입니다

CODY
경영전략기획

R&D

기술개발

운영
▪

영업관리

기술지원

고객지원

판매

인원현황
분야

계

기술개발

R&D

영업관리/운영

특급

7

2

3

2

고급

3

2

1

중급

2

1

1

초급

1

1

합계

13

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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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1.3 IT 사업 HISTORY
▪ CODY는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명동에서 50여 년간 운영한 모회사가 쌓아 온 노하우와 신뢰를
토대로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호텔 IT솔루션 업체로서의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2013 ~ 2015

2016 ~ 2017

2018 ~

IT 사업 태동 및 솔루션 런칭

CODY솔루션 호텔 본격 도입 및
추가 개발

본격적인 제품라인업 구성을 통한
영업 활성화

• CODY, the Manager:
호텔관리시스템(PMS) 개발
CODY PMS v1 출시

• KIOSK 개발완료.상용화
• 호텔 최초 도입-나인트리프리미
어명동호텔

• CODY,THE MANAGER 분사
독립운영
• CODY BOOKING V2 출시

• 호텔 프린스 도입 및 운영
• 티엘린칸(TLLinkan) CMS 연동
및 서비스 시작
• 모바일 CODY v1 출시

• 부킹엔진(호텔 다이렉트 예약)
출시
• 중소기업청 기술서비스 연구
과제 수행(AI기반 호텔 가격산
정 연구)

• HOTEL 솔루션 추가개발
• iCODY 출시 예정
- Intelligence CODY
- 지능형 호텔 분석서비스

• 양방향모니터 출시
• CODY PMS v2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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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1.4 보유 솔루션
▪ 호텔관리시스템(PMS)를 중심으로 확장된 연관 제품들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 파트너 사와 솔루션간 연동을 완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CODY – 키오스크

티엘린칸(TLL)
CMS 연동

CODY – 부킹엔진
호텔스토리(HS)
CMS 연동
CODY – PMS
POS
객실도어키 시스템
(라코스, 이에스텍, 웅진,
헤펠레, 미화 …)

기타 솔루션

CODY –
양방향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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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관리시스템
(라코스, 마이크로닉, 인텍,
이에스텍, 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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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Y PMS 소개 > 2.1 개요

▪ CODY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과 실시간 연계를 통한 스마트 웹 기반의 통합 호텔 관리
솔루션입니다

온라인 예약 최적화

완성도 및 안정성 확보

확장 용이성

비즈니스급 호텔 운영에
최적화

▪ 급진적인 IT환경의 변화로 호텔 예약도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CODY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 CODY는 개발 초기부터 단계별 검증 개발 기법(애자일 방법)을 도입하여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스템입니다.

▪ CODY는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확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호텔 내외 여러 시스템과 연동 시
연동 개발이 용이하여 확장 및 연동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호텔 운영을 통해 검증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호텔 운영에
최적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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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Y PMS 소개 > 2.1 개요

▪ CODY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타 시스템과의 연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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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Y PMS 소개 > 2.2 CODY 특징 – 채널 연계 솔루션

▪ CODY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OTA, 홈페이지, 메일 등)로 부터 예약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최소한의 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ODY와 연동되는 TL-린칸의 CMS는 일본 내의 3,400여 개 숙박업소에서 사용 중이며 약 70여 개의 OTA
사 들과 연동되는 안정성과 운영력이 검증된 CMS입니다.



CODY는 TL-린칸 CMS와 개발 초창기부터 파트너 사로 강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방향(Two way) 연동 방식의 연동 서비스를 모두 구현하여 예약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재고 수량 및
가격까지 자동 연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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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Y PMS 소개 > 2.3 CODY 강점

▪ CODY는 타 PMS에 비하여 CMS 연동, 사용 편의성, 확장 용이성, 비즈니스 호텔 운영 최적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MS 연동

▪ 급진적인 IT환경의 변화로 호텔 예약도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CODY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사용 편의성

▪ CODY는 개발 초기부터 단계별 검증 개발 기법(애자일 방법)을 도입하여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스템입니다.

확장 용이성

▪ CODY는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확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호텔 내외 여러 시스템과 연동 시
연동 개발이 용이하여 확장 및 연동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급 호텔 운영
최적화

▪ 호텔 운영을 통해 검증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호텔 운영에
최적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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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관 제품 소개 > 3.1 Front-Desk Tablet (양방향모니터)
▪ 양방향 모니터를 통하여 비용절감과 호텔 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Card 대체

▪ PMS와 연동되어 예약 시 입력된 정보가
모니터 상에 자동 기입되어 고객의
정보입력을 간소화하였으며 고객은 전자 펜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내용은 투숙 건 별로 저장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종이로 관리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oom
Information

Map

Map

▪ 체크인 전 객실의 이미지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양방향모니터를
통해 상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길안내를 요청할 경우 모니터 상에서
지도를 검색하고 전자 펜을 사용하여 방향을
그리거나 글자를 기입하여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체크아웃 시 모니터를 통해 호텔 내 사용내역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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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PEC

H/W

Model : Wacom Cintiq 13.3
Spec : 1920 x 1080 (Full HD) / 2048
압력감지

기타

메인 페이지에 호텔 홍보 동영상 및
이미지 삽입 가능

codymanager.com

3. 주요 연관 제품 소개>3.2 Express Check in/out System(KIOSK)
▪ KIOSK를 이용하여 편리한 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호텔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약 고객
체크인

워크인 고객
체크인

체크아웃

구분

▪ Front-Desk를 거치지 않고 KIOSK를 통해
예약확인, 등록카드 작성, 결제, 객실카드 키
발급 과정을 거쳐 쉽고 빠르게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객실 이미지와 정보를 확인 후 객실선택,
등록카드 작성, 결제, 객실카드 키 발급
과정을 통해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 KIOSK 상에서 카드 반납, 미정산 확인, 결제,
invoice 이메일 송부 과정으로 간편하게
체크아웃 할 수 있습니다.

SPEC

H/W

터치스크린(32’), 터치스크린 키보드(19’), RFID Card
Reader, RFID Card 분배기, Credit Card Module,
거리감지센서, 바코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WiFi etc.

SIZE

1846(H) X 446(W) X 345(D

기타

메인 페이지에 호텔 홍보 동영상 및 이미지 삽입 가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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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관 제품 소개 > 3.3 Smart Mobile
▪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객실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Allotment

▪ 다양한 Channel들의 가격 및 ~를 관리할 수
있으며 판촉사원들의 외부활동 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약

▪ inventory 확인, 예약관리(입력, 취소, 수정),
예약 리스트 및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숙

▪ Room Status, In-house List 및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House Keeping

보고서

▪ 룸메이드는 스마트 폰을 통해 당일 본인에게
할당된 객실 내역, 재실 현황, special
request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점유율, ADR, Room Revenue 등 KPI
및 실시간 객실재고 및 예약 현황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codymanager.com

3. 주요 연관 제품 소개 > 3.4 Direct Booking Engine

▪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객실 상품을 구성하고 실시간 예약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예약

실시간 재고
연동

다양한 온라인
상품 구성

전용 모바일
지원

▪ 홈페이지 상에서 링크를 통하여
직접 접근가능하며, 고객들의
예약을 실시간으로 PMS에
반영합니다
▪ PMS와 실시간으로 재고현황이
연동되어 효율적인 Allotment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호텔별 고객 특성에 맞는 패키지와
서비스 상품을 구성하여 고객들의
홈페이지 예약을 유도할 수 습니다.

▪ 전용 웹으로 개발되어 데스크 탑,
모바일 스마트 폰 및 패드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하나의
서비스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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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구축 실적
▪ CODY는 현재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약 60여개 호텔에 CODY PMS 및 솔루션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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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Document

감사합니다.
CODY, THE MANAGER
www.codymanager.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길 11-8, 3층
대표번호 02-2272-5005
cody@codymanager.com

16

codymanag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