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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이익이 증가하고 판매시스템의 간소
화로 제조사들의 윈윈을 위한 판매방
식을 만들기 위해 파트너쉽을 채결하
여 더 나은 유통구조를 만들고 제조사
친화적인, 소비자 친화적인 모임을 만
들고자 합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속에 유통구조의

온라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고 제조업체의

브랜드 파워를 늘리기 위한

최상의 모임을 목표로 합니다.

리더스클럽은 제조사를 위한 온라인 판매촉진 목적의

선도적 공유,협력 위한 클럽입니다.



리더스클럽의 취지와 전반적인 개요

Section



리더스클럽 개요

전세계의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작은 요인에도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정세속에서 유통의 구조가 빠르
게 온라인화되면서 제조사의 온라인 유통 대응이 과제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시장의 점유가 높아진 오픈마켓 분야
진출의 여러가지 걸림돌을 제거하여,
파격적인 제품(브랜드)홍보와 상품가격의 안정, 그리고
폭발적 매출증대라는 여러개의 목표를
제조업체들이 협력하여 이루어 내기 위한 저비용 구조의
제조사 공유,협력 시스템입니다.

파격적인 제품(브랜드) 홍보

폭발적 매출 증대



리더스클럽을 이끌어갈 목표

Section



Design inspiration 
for presentation

Visual trends
2. 폭발적 판매 증대

1. 대규모 홍보

3. 유통가격 확립

5. 이익 극대화

4. 업무 간소화

6. 제조업 기반 강화

리더스클럽 목표
“제조업 맞춤 오픈마켓 프로세스”

제조업 맞춤의 오픈마켓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6가지 핵심 목표를 소개합니다.



리더스클럽의 주요 공략 시장인 오픈마켓 시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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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시장규모
“왜 오픈마켓을 공략하는가?”

리더스클럽의 주요 공략 목표인 오픈마켓 시장을 공략해야하는

이유와 그 규모에 대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24.7%

종합몰
12.1%

63.2%

판매

PC
모바일

53% 47%



상품 홍보를 통한 상품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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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배

100배

500배

1개사 50개사 100개사 500개사

-리더스클럽 회원사 전체 판매

-오픈마켓 노출 50배, 100배 기하급수적 상승

대규모 홍보

상품(브랜드)홍보
대규모 홍보를 통한 브랜딩

리더스클럽 회원사의 대규모 판매를 통해 고객이 느끼는 품절등이
없는 상품의 이미지 상승 효과와 노출을 통한 브랜드 홍보

ex) 1개회원사 제조상품이 100개일때
50개회원사 : 오픈마켓 25,000건 노출
500개회원사 : 오픈마켓 250,000건 노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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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대
5대 방안

• 자사 상품 판매처 확대
- 리더스클럽 회원사 공동판매

(50,100,500개 업체로 증가)

• 판매상품수 확대
- 리더스클럽 회원사 전체상품 판매
(2000,5000,10000개로 증가)

- 품절없는 다수의 판매상품 확보

• 상품정보 오픈마켓 최적화 작성

• 오픈마켓 판매자 등급 상향

• 회원사간 대량판매 연계



유통 가격 확립을 통한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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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과의
가격 충돌방지

회원사의
권장판매가격 유지

온,오프라인
유통 가격 질서

유지 및 홍보

유통 가격 확립
회원사간 상품력 강화와 이익증진

리더스클럽의 목표를 위해 지켜야할 유통 가격 확립과

그에 따른 회원사간 룰과 상품력 재고.



리더스클럽의 룰 안에서 이익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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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극대화
5대 방안

• 비용 부담없는 오픈마켓 상품(브랜드) 홍보
- 연간 홍보비 3000만원 이상의 효과

• 자사상품 판매 확대로 이익 증가
- 자사 상품의 오픈마켓 매출증대
- 판매자 등급 상승으로 시너지 발생

• 회원사 대량상품 판매로 이익추가
- 회원사 상품판매 이익 50% 마진
- 다수의 상품으로 판매 확률 증가

• 인건비 절감 시스템 사용

• 매출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없는 프로세스
- 회원사 공유, 협력 프로세스
- 초기 서버 구축 분담금 50만원 부담(1회)



리더스클럽 목표를 위한 업무 간소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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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간소화

• 리더스클럽 솔루션 사용
- 간편한 상품등록 업무
- 간편한 주문,문의처리,송장입력 및 전송
- 담당자 1일 1.5~2시간내 전 업무처리

• 리더스클럽 업무처리 서버 구축
- 서버시스템으로 자동 주문 분류
- 간편한 반품, 교환 C/S 처리
- 서버시스템으로 정산 처리
- 대부분 업무 자동화 처리

• 전체시스템 연동으로 수작업 최소화

업무 간소화를 위한 3가지 실행 방안



시스템 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옥션

G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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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록상품등록

주문수집주문수집

문의수집문의수집

송장전송송장전송

주문데이터연동

송 장 입 력송 장 입 력

타사 송장 전송

정 산 자 료정 산 자 료

상품데이터전송



Thank you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스클럽 회원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