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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B2B 웹 상점: LEONI는 고객이 산업용 로봇 제품을 더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 디지털화 및 국제화에 집중 

- 시간 소모적인 견적 요청 제거로 배송 시간 단축 

Nuremberg, 25 March 2021 – 자동차 부문 및 기타 산업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글로벌 공급업체인 Leoni는 Factory Automation 시장에 첫 웹 

상점을 열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판매 채널을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factory-automation-shop.com .주문 시 배송 시간 단축, 유연성 및 시간 

절약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LEONI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웹상점을 통해 특히 장착 

부품과 키트, 벌크 케이블, 호스 등 표준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강력한 검색 및 필터 기능, 주문 내역 보기, 검색 리스트, 장바구니 재주문이나 

출고 등 편리한 기능 등이 구매자들의 주문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  

향상된 고객 이점  

웹 스토어는 현재 카탈로그나 제품 전단지에 비해 상세한 자문 내용과 더 많은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 상품 페이지에는 기존에 고객이 다양한 문서에서 

수집해야 했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치수, 기능, 수량, 배송 시간, 가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 데이터가 한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이미지와 유용한 데이터 시트는 한 눈에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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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eoni의 웹상점은 전 세계 고객을 위한 주문 옵션을 단순화합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영업할 수 있는 이 매장의 접근성은 한 가지 

장점입니다. 언어, 통화 및 배송 정보와 같은 인구 통계적인 정보는 고객의 이익을 

반감시킵니다.  

"우리는 웹 스토어를 영업 팀을 위한 이상적인 보완 및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솔루션 사업부의 영업 및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인 Ulrich Raupach는 "많은 

고객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  

Leoni는 Salesforce의 Sales Cloud를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alesforce Commerce Cloud를 통해 웹 스토어를 기존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코로나 

펜더믹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년간, 그 경향은 디지털 채널로 향했고, B2B 

분야에서 점점 더 증가해왔다. 이러한 구매 행동의 변화는 위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특히 유연한 주문 옵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소규모 고객들 사이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쇼핑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고객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LEONI의 업무이다. 

LEONI에게 있어 웹 스토어의 도입은 디지털화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는 제품 개발에 독점적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사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유효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마케팅 및 판매 영역에서도 유효합니다.  

 관련 그림 자료는 다음 위치 이 릴리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eoni.com/en/press/releases/details/new-b2b-web-shop-kr/ 

https://www.leoni.com/en/press/releases/details/new-b2b-web-sh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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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 group에 관하여 

Leoni는 자동차 부문 및 기타 산업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품,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가치 사슬은 전선, 광섬유, 표준화된 케이블, 

특수 케이블 및 조립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능형 제품 및 스마트 서비스를 포함한다. 

Leoni는 이노베이션 파트너 및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뛰어난 개발 및 시스템 전문 지식을 

통해 고객을 지원합니다. 시장 상장 기업 그룹은 32개국에서 약 9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8억 유로의 통합 매출을 올렸다.  
 

   

Contact for trade/local press Contact for economic/global press 
Anniek Gerstenberger Sven Schmidt 
Manager Marketing Robotics Corporate Public & Media Relations 
LEONI protec cable systems GmbH LEONI AG 
Phone +49 511 820793-33 Phone +49 911 2023-467 
E-mail anniek.gerstenberger@leoni.com  Fax +49 911 2023-10467 
  E-mail presse@le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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