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SME 풀케어
시스템

사업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받쳐주고 이어주는 네이버의 힘

네이버 분수펀드

온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스토어

온·오프라인 SME 풀케어

스마트스토어, 쇼핑라이브 등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규 고객 연결, 온라인 전환을 통해

온・오프라인 SME의 사업 시작, 확장,

SME의 온라인 판매 활로 개척과 매출 증진에 기여

오프라인 SME의 성장과 디지털 확장에 기여

글로벌 진출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의 기술과 인프라로

51

78.8

만명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중

217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

영세·중소사업자 비중

스마트플레이스

스마트플레이스를 이용하는

*2022년 6월 기준

*2021년 기준

사업자 수

비수도권 기준 *(서울,경기 제외)

*2022년 6월 기준

지역 업체

43.8

38,192 명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중 2030 판매자 비중

연 1억 이상 매출 판매자 수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111

만명

만명

지원하는 풀케어
성장 로드맵

*2022년 6월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의 기부금 규모로
SME와 창작자의 디지털 전환 및 성장의 토양 제공

쇼핑라이브

3,700

억원

누적 시청 수

쇼핑라이브 진행 판매자

D-커머스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 거래 성장율

데이터 기반의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72 만 명

562억 원 이상

281 억 원

148

무료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초기 온라인 사업자에 지원한

초기 사업자들이 지원받은

D-커머스 누적 지원 사업자 수

스타트제로 수수료금 지원금

성장 포인트

주 1회 이상

*2021년 말 기준

*2022년 5월 기준

*2022년 5월 기준

*2022년 7월 기준

억원

라이브를 진행하는

990 억 원

판매자

돌파

2021년 네이버 분수펀드 총 규모

160

*2022년 7월 기준

지난 5년간 총 3,700억원 지원

990

13 억 뷰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초보 사업자부터 성장이 필요한 사업자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교육 프로그램

*2022년 7월 기준

861 억 원

*2022년 6월 기준

689 억 원
609 억 원 613 억 원

217 만 회

55 만 명

비즈니스 스쿨 온라인 교육

네이버 스퀘어 오프라인

(코스교육+라이브교육) 재생 수

공간 (교육/스튜디오/대관)
누적 방문자 수

*2022년 7월 기준

*2022년 6월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빠른정산

2021년

지난 5년간 총 3,762억원을 집행

로컬 비즈니스

230

170

개 시장

2,600

여 개 상점

다양한 SME와 창작자의 가치가 발견되고

그 이름을 꽃피울 수 있도록 네이버가 함께 합니다.

증가율

5,683 명

*2021년 기준

산지직송 참여
생산자 수

52.2
84.2
최근 6개월간 로그인 기반
네이버 쇼핑 이용자 중
AiTEMS 이용자 비율
*2022년 5월 기준

가입 3개월 이내 신생 스토어 중
AI 추천 비중
*2022년 4월 기준

68.5

*2022년 5월 기준

AiRSPACE

빠른정산 누적 지급액

*2022년 6월 기준

*2022년 8월 기준

전년대비 주문 건수

AI 기반의 개인화 상품 추천 시스템

12 조 6,231억 원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된 동네시장, 상점 수

동네시장 장보기

AiTEMS

집화 처리 다음날 100% 정산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

사업자 대출

50

빠른정산 누적 지급액 12조원 중

빠른정산 이용 사업자 중

영세·중소사업자 대상 지급액

영세·중소사업자 비중

*2022년 6월 기준

*2022년 6월 기준

스마트스토어/플레이스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서비스

1,701억 원 60

4.2 만 건

56.9
대안신용평가(ACSS)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된 사업자 비중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사업자 대출받은 SME 중

누적 대출액

2030 사업자 비중

대출안심케어
누적 가입건 수

*2022년 6월 기준

*2022년 6월 기준

*2022년 6월 기준

AI 기반의 장소 추천 시스템

반품안심케어
만

8 조 3,998 억 원 75

6

*2022년 6월 기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위한 교환·반품 배송 비용 보상 서비스

만

추천 대상 110만

AiRSPACE 추천을

AiTEMS를 통해 발생한 거래액 중

플레이스 사업자 중

통해 클릭을 받는

영세·중소사업자 비중

AI 일 평균 추천 수

일 평균 업체 수

*2021년 기준

*2022년 5월 기준

*2022년 5월 기준

585만 건

11,133명

27

반품안심케어

반품안심케어

반품안심케어를 무료로

누적 판매건 수

가입 셀러 수

지원받는 초기 사업자 비중

*2022년 8월 기준

*2022년 8월 기준

*2022년 8월 기준

창업준비

창업시작

사업성장

사업확장

글로벌
마이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NEW

네이버 쇼핑라이브

온라인 스토어
사장님을 위한
시스템

해피빈 공감가게
네이버페이
네이버 로그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 톡톡
검색광고 / 성과형 디스플레이광고 / 쇼핑검색광고 / 쇼핑박스
비즈어드바이저
AiTEMS
NEW

커머스솔루션마켓
애널리틱스 / 데이터랩
NEW

네이버 풀필먼트
빠른정산
반품안심케어
스타트 올인원 프로그램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스타트 제로 수수료 /

사업자 금융 지원 가이드

성장 포인트

정책 지원금 / 스타트 사업자 가이드 / 사장님 보험 가이드 / 파트너 금융 가이드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동네시장 장보기

오프라인 스토어
사장님을 위한
시스템

네이버 예약 / 네이버 주문 /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네이버 톡톡
스마트콜
스마트 홈페이지, 모두
지역소상공인광고 / 검색광고 / 성과형 디스플레이광고 / 플레이스광고
AiRSPACE
오프라인 비즈어드바이저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

NEW

사업자 금융 지원 가이드
정책 지원금 / 스타트 사업자 가이드 / 사장님 보험 가이드 / 파트너 금융 가이드

작은 기업을 위한
시스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웍스 / 워크플레이스
AI 서비스

프로젝트 꽃은 SME와 창작자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
성장 단계별, 영역별 온라인 교육 / 교육 포인트 지원 / 네이버 프로 & 전문강사의 특별 교육

교육/공간/
프로그램

네이버 스퀘어
스퀘어 서울(역삼, 종로, 홍대) / 스퀘어 부산 / 스퀘어 광주

D-커머스 프로그램
교육/인프라 지원, 마케팅/컨설팅 지원, 사업자 금융 지원

D-커머스 리포트
네이버를 이용한 온라인 창업과 성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해
비즈니스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분석 리포트 (매년 발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해 온 네이버의 핵심 캠페인입니다.
네이버의 첨단 기술과 플랫폼 그리고 풀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SME와 창작자 고유의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에게 선보이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