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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브랜드업애드는 해외 및 국내 우수 패션 기업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IT/마케팅/유통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리테일 전

문 기업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및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브랜드업애드는 업계의 선두주자로써 치열한

온라인 시장에서 한 층 더 높은 고객 서비스로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호 ㈜브랜드업애드

대표 이철순

설립일 2008년 2월

임직원수 26명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25 7층

01



Business Journey

2007
· 르꼬끄스포르티브 운영 및

자사몰 오픈

2008
· ㈜브랜드업애드 법인 설립

2009
· 카파 운영 및 자사몰 오픈

· 스케쳐스 운영

2011
· 라코스테 운영

2012
· 잭울프스킨 운영

· 로또 스포츠 운영

· 라코스테 라이브 운영

2013
· 푸마코리아 운영

2014
· 르샵 운영

· 울시 운영

· LF(라푸마, 헤지스/닥스 골프) 운영

2015
· 노스페이스 운영

2018
· 까스텔바작 운영

· 트라이씨클(하프클럽)

베스트 파트너 선정

2017
· 까스텔바작 골프 운영

· 롯데닷컴 감사패 수상

2016
· 노스페이스 에디션 운영

· 롯데닷컴 감사패 수여

2020
· Ebay PBP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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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MLB Key Partner 계약

·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전국 최대 팩토리 아울렛 오픈



Organization Chart 03

지원팀

지원 팀장

영업팀

영업 팀장

대 표 이 사

전 무

노스페이스라코스테 오니츠카타이거 MLB WHOLESALE CS 영업관리 웹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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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ortfolio 05



Operation Process

BRANDUPADDBRANDS MARKET PLACES

종합몰

셀렉샵

오픈
마켓

TOTAL 28 Channel

WMS ASP
(연동솔루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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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독립 이미지 서버 보유 (KT IDC)

Design Feature

· 시즌 / 이슈 상품 별 기획전, 브랜드관, 룩 북 이미지 제작

· 전 쇼핑몰 이미지 가이드 샘플 보유

· 쇼핑몰 사양에 맞추어 상세 페이지 크기 자동 최적화

· PC, Laptop, Mobile, Tablet 등을 고려하여 상품 및 폰트 사이즈 설정

· 쇼핑몰 리뉴얼에 맞추어 상세 페이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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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 Balance Accounts

주문/배송 전화상담

교환/반품 상품문의

· ASP(EC)에서 주문 수집 / 출고 / 쇼핑몰 송장 등록 처리

· 실시간 전화, 게시판 문의 답변을 통하여 고객 및 협력사 응대

└ 브랜드 별 상품 특성 및 스펙을 미리 습득하여 문의 대응

· 자사 정산 시스템을 이용한 쇼핑몰과 브랜드 매출 데이터 매칭

· 쇼핑몰 별 매출,수수료 집계 및 월 마감 정산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쇼핑몰 브랜드

자사 정산
시스템

정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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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S

B2C
- 당사에서 사용중인 ASP(EC Monitor)와 고객사 프로그램 API를 연동하여 진행

- 고객사 자체 운영으로 유연성 및 재고 활용도가 높음

3PL
- 당사에서 계약한 전문 물류 업체(3PL)를 통한 WMS 서비스

- 안정적 자사 재고 운영으로 판매 효율 증대

고객사 고객 직배송 고객사 3PL 고객 직배송

B2C 3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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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ffiliate Ⅰ. WINWIN SPORTS

WINWIN SPORTS SINCE 1998

•GLOBAL NIKE STRATEGIC PARTNER 

•NO.2 RETAILER in KOREA

•NIKE 47 OFF-LINE DOORS



Affiliate Ⅱ. ATMOS SEOUL

ATMOS SEOUL  SINCE 2017

•GLOBAL TOP SNEAKER SHOP

•LEADING STREET CULTURE

•NIKE “TIER ZERO”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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