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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클랜은 14년째 쉼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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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 일   : 2005년  

• 임 직 원   : 80명(2019.09 기준) 

• 주요사업 : 유통, 컨설팅, 도매, 교육, 광고, 디자인 등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유통지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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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략연구센터 

온라인광고 

디자인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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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클랜 누적 상품 수 

2,562,326↑ 

국내 B2B 배송대행 분야 상품 수 압도적 1위! 

2019.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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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약 650억 약 7,500 약 50,000 

공급사 판매사 

B2B 도매 업계 깔끔하게 1위 석권! 

약 5만 개의  협력사와 함께합니다 



오너클랜을 통하면 쉽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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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쇼핑몰 
폐쇄몰 
판촉-특판 

제휴 판매 채널은 계속 해서 확장 되고 있으며 약 45,000의 판매자와 함께 합니다 



공급사와 판매사를 연결합니다 

공급사 오너클랜 판매사 소비자 

상품등록 DB제공 상품 판매 

배송요청 주문 상품 구매 

오너클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왜 오너클랜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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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클랜 상품공급,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8 

 자사몰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잘 팔고 있다 

              추가채널 확보(오픈마켓, 소셜, 종합몰, 폐쇄몰 등) 

 

 판매를 잘 하고 있는 뛰어난 영업사원/거래처가 있다 

              45,000여 명의 오너클랜 판매자가 같이 뛴다면? 

 

 거래처 관리 및 판매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오너클랜 SCM을 통한 통합관리 구축으로 

              상품등록/관리, 주문/배송관리, 정산/매출 관리 일원화 



쇼핑몰창업센터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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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판매자 육성 시스템 무점포, 무재고, 소자본! 

 오너클랜 전문 강사 상주 교육 및 강의! 

 판매자간 소통의 교류를 통한 노하우 공유  

 잘 팔리는 상품 DB 제공, 포상금, 솔루션 할인 등 프리미엄 혜택! 

 서울,인천,부산,수원 센터 운영, 지속적인 추가 오픈 중 



쇼핑몰창업센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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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억 매출 신화의 주인공! 

수원 쇼핑몰창업센터 김종운 사장님 

Q. 쇼핑몰창업센터의 장점? 

첫 번째는 체계적인 교육, 두 번째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솔루션 혜택, 마지막으로 매출에 따른 포상금 제도입니다.^^  

Q. 사장님에게 쇼핑몰창업센터란..?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확실한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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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략 연구센터 / 01 

 상품 소싱, 매출 상승 등 전문가 노하우 공개! 

 상품등록, 공급망 관리 등 공급사에 특화된 단계별 실무 교육! 

 매출 목표 설정 및 성과 분석!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 편의성 UP! 



유통전략연구센터 / 02 

입주 전 월 매출 30만원, 지금은 연매출 7억 

유통전략연구센터 정병국 사장님 

Q. 유통전략연구센터 입주 전과 후의 달라진 점? 

입주 전에는 넓은 온라인 시장을 혼자 판단했죠. 하지만 입주 후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함께 고민할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Q. 사장님에게 유통전략연구센터란..? 

오너라면 거쳐 가야하는 오너클랜의 필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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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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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담당자 채용이 부담스럽다면 
오너클랜을 활용하세요 

 유통전문가인 오너클랜의 시각으로 보는 광고 

 광고/홍보 방향설정 및 예산 편성, 기획&컨설팅 

 광고 대행사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홍보담당자 인큐베이팅 

광고대행사가 할 수 없는 유통은 오너클랜의 기본, 

유통 전문가 집단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쇼핑몰 제작/상품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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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가득 차 있는 쇼핑몰을 분양합니다 

 원하는 상품 일괄 등록, 전략적 상품 수정 가능 

 품단종을 포함한 상품 데이터 최신화 자동 업데이트 

 B2B배송대행 연동형 쇼핑몰로 업무최소화 

가장 쉽고, 빠르게 완성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가능 



디자인 서비스 
 

상세페이지 디자인 이벤트·기획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인쇄물·광고 디자인 템플릿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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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을 위한 실속 디자인!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유통회사 

온라인 유통은 ‘오너클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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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함께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