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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란? 

Lotte E-commerce Customizing Service 

 

매력적인  상품만 있으면,  이제 독자적인 

온라인스토어를   바로  오픈  할 수 있습니다.  

LECS는    브랜드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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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온라인스토어는 기본   
고객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는  필수! 

자사의 매력적인 상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유통하기를 원하는 브랜드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란 단지 잘 만들어진 온라인스토어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객, 상품 전시, 주문·결제,  

물류, 고객  응대 등...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관리와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브랜드가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사업, 어떻게 시작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이젠, LECS와  상의하세요. 
LECS는 일반적인 쇼핑몰 구축업체들이 흔히 해주는 쇼핑몰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롯데ON 2,200만명의 고객 네트워크에 기반한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더불어 2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담긴 온라인스토어 운영은 물론, 주문·포장·배송에  

대한 철저한 물류 관리 및 전문적인 개인 고객 응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운영 대행업무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LECS와

의 파트너쉽을 통해, 온라인쇼핑몰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온라인스토어 성공 확률은 최대로, 리스크는 최소로!   
이것이  LECS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LECS의 파트너쉽은 브랜드가 독자적인 쇼핑몰을 직접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LECS는 롯데ON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E-Commerce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과 운영 비용에서 타사 대비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LECS는 브랜드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윈-윈(Win-Win) 사업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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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마케팅 

LECS 
Promotion 

2,200만  롯데ON   회원  대상  타겟  메일  발송 
온라인스토어  오픈  직후에  고객이  없을까 걱정이세요?   

사이트  오픈  후  브랜드의  온라인스토어  회원과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LECS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2,200만 롯데ON 회원 중 브랜드의 특성에 맞는 잠재 고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최적의 고

객들을 선별하여  브랜드가  제안하는  상품/기획전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롯데ON  내  광고를  통한  트래픽   유입 

일평균  4백여만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에서  브랜드의  온라인스토어를  홍보해 
드립니다.   

쇼핑을 목적으로 "롯데ON"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브랜드 온라인스토어를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인 구매고객층을 유

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ON"을  통한  홍보는  전시 효과 뿐만 아니라  브랜드  온라인스토어에  직접적인  모객  효

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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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공식몰 바로가기 : 롯데ON 메인 메뉴 내 브랜드 공식몰 바로가기 노출  

롯데ON 내 단독 브랜드 배너 전시 

롯데ON 내 브랜드 검색 시 상품 노출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독자  회원제 운영 

브랜드가  법적으로  관리의  책임을  갖고서  고객의  DB를 소유하는 회원제입니다.     

브랜드가 고객 DB를 직접 관리하면서 고객의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하여 CRM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보안, 약관  

변경, 회원 정보 추출 및 가공 등의 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LECS가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단, 브랜드 독자 회원제로  운영하시

는  경우,  회원  가입  및  고객  모집을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LECS   회원제  이용  
2,200만 롯데ON  회원을  대상으로  브랜드의  마케팅과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회원제입니다.    

브랜드의 온라인스토어 오픈 첫날부터  2,200만의 롯데ON 회원이 브랜드의 잠재 고객이 됩니다. 브랜드는 별도의 회원 모집  비용

이나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법적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LECS 회원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브랜드에서 원하는 고객의 구매 분석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회원  관리의  책임이  롯데ON에  있으므로  롯데ON  회원  정책을  준수하게 됩니다. 

LECS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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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대행  업무 

키워드  검색,  포털의  배너  광고, 온라인  제휴광고,  SNS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word of mouth)...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되시죠?   

브랜드가  온라인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LECS가 외부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   드립니다.  
네이버(Naver), 다음(Daum)등과 같은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온라인 광고 채널에 브랜드만의 효율

적인 광고  포트폴리오를  기획하고  집행해 드립니다.  



LECS 
Design 

상품  특성에  딱  맞는  스토어  디자인 
온라인에서도 상품의 특성이 강조되는 공간 기획과 상품 전시  

오프라인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과  연결된 온라인스토어! 

브랜드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기획하고 제작해 드립니다. 상품의 스타일, 색상, 사이즈, 테크놀로지, 이용 방법 등  상

품의 경쟁력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찾아내 상품 전시에 표현합니다. 매장 직원의 상세한 상품 설명만큼, 고객과의 생생한  소통이 

온라인스토어에서도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만들어가는  전시 공간 

브랜드  이미지와  본사의  CI가 적절하게  표현된  "브랜딩  채널"  역할을  하는  온라인스토어를  원하세요? 

대형  온라인  종합몰에  입점한  경우,  종합몰의  디자인  정책과  기준에  맞추어  상품을  전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온라인스토어에서는 신상품 출시와 시즌 기획에 맞추어 브랜드만의 전시 공간 구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긴  나만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고객을  맞이하세요. 

온라인 MD 

해당 상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기능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 제품 구매하는 재미 

글로벌  디자인을  적용한  브랜드 온라인스토어 신상품이 신상품이 강조되는 브랜드 온라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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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MD 

LECS 
Display 

스토어  상품  전시  관리  지원 

패션의류,  스포츠웨어,  가구,  생활  소품, 화장품,  식품  등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온라인스토어에서의  진열방법도 달라집
니다.  

온라인스토어를 방문 한 고객들에게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여 구매결정에 이르도록 상품 이미지와 정보를 전시합니다.  LECS는 

브랜드와 함께 최적의 상품 전시 공간 배치를 고민합니다. 브랜드의 전체적인 판촉 전략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스토

어에서도  통합된  프로모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컷, 컬러,  사이즈  의  패션의류 상품 전시 스포츠 웨어  기능성을  극대화  한  상품 전시 

 

 
상품  판촉을  위한  기획전  기획  및  운영 
시즌 별로 새롭게 출시되는 신상품, 기획 상품 등을 고객에게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온라인스토어!  

온라인스토어  구축  기획  시점에  브랜드의  프로모션  계획을  고려하여  기획전  공간을 구현합니다.  

시즌별 신상품 출시 기획전은 물론 상시적으로 필요한 기획전을 위하여 다양한 기획전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또한  브랜드의  필요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획전도  지원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별  상품  전시 기획전 시즌에  맞는  색다른  즐거움이  담긴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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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엔 스마트픽 !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찾는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퇴근길에 스마트픽으로 찾는 Omni 서비스 

주문한 상품을 택배로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전국 세븐일레븐에

서 분실 위험 없이 보관하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ECS 
Front 

롯데ON의 고객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편의성을 검증받은 주문·결제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세일, 쿠폰, 세트할인 등 다양한  유

형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판촉 기능을   제공합니다.  

독립적인 온라인스토어를 구축하려면 최소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LECS를 이용하시면 LECS의 EC 플랫폼을 기반으로  

브랜드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개발하는데 평균 4개월이면  됩니다. 

표준화되고  편리한  판매·구매 기능 탑재 

간편하고 손쉬운 가격 관리 및 주문·결제는 LECS EC 플랫폼의   강점입니다. 

LECS의 쿠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가격 인하, 세일 등의 다양한 Pricing 기능은 브랜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판촉전략 실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트 판매, 색상별 할인 판매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는 프로모션 기능을 LECS가 제공해  드립

니다. 구매할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간단한 결제 정보 입력만 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스토어 구축·운영 

2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담은   E - C o m m e r ce 플랫폼 제공 

20년  동안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E-Commerce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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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Admin 

온라인스토어 구축·운영 

E-Commerce 전문 인력에  의한  스토어  운영, 관리 

온라인 스토어! 이제  운영은  LECS의 EC전문가에게 맡기고 브랜드는  상품과 마케팅에  집중하세요.  

LECS의 숙련된 EC전문 운영  인력들이 상품 정보 등록, 상품평, 주문·결제, 물류·배송, 고객응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온라인스토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각 업무 (스토어 운영자, 마케팅 담당자, 웹디자이너,  웹

기획자, 고객물류  담당자, 고객응대  담당자 등)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EC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LECS는 브랜드의 EC 전문인력 채용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운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도  운영  가능한 편리한  스토어  관리  T o o l     제공 

복잡한 온라인스토어 관리, 브랜드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온라인스토어를 직접 관리하고자 할 경우, 비전문가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 Tool (EC admin)을 제공합니다.  

상품 일괄 등록, 예약 발송 등, 스토어 운영 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매출 실적, 구매 현황, 방문자 현황  등과 

같은 실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LECS 
Mobile 

PC,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맞춤 스토어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고객을 따라 다니는 온라인스토어!  사무실에서는 PC,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 집이나 야외에서는   태블릿으로. 

개인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온라인스토어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각 기기의 특성과 전시 공간에 적합한  온라인스토어

를 만들어 드립니다. 점차 다양해지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보세요. 롯데ON이 개발한 쇼핑을 위한  모바일앱은 유통 및 상거래 분야 

쇼핑몰 부문에서 전문가와 소비자가 선택한 '2011년 올해의 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바일 쇼핑 채널  구축, 운영도 이젠  LECS와 상의하세요. 

모바일 유니클로 메인페이지 편리한 모바일 네비게이션 모바일에 적합한 상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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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Hosting 

안전한 호스팅 서비스 

국내 최고 수준의 호스팅 서비스도  동시에!  

브랜드가 직접 고가의 서버를 구입하고 전산관리 인력을 운영하는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브랜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EC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폭주에도 유동적인 트래픽  운영이  가능한 고품질의  안정된  호스팅 서비스 입니다.  

LECS 
Interface 

시스템과 온라인스토어 오류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광판 

끊김 없는 운영을 위해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Green Light 관제실 

온라인스토어 구축·운영 

24/7 모니터링  서비스, Green Light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LECS의 모니터링   센터!  

하루 24시간 소중한 브랜드의  온라인스토어를  모니터링하여  시스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해결합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정보를 브랜드에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장애를 해결하여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Green Light의 목표입니다.    

ERP  등 브랜드사의  주요  관리 시스템과 연동 

주요  경영정보를  한눈에, 온라인스토어의 정보가 ERP시스템에 쏙~ 

온라인스토어의 주요 정보를 브랜드의 ERP시스템과 연동하여 업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드립니다. 기존 ERP 시스템의 추가  개발

이나  변경없이  온라인스토어의  주문 정보 및 재고 정보를  연동해 드립니다.  

경영진과  담당자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온라인스토어의  주요 실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 D B , 매장  P O S , 마일리지, 포인트  시스템과 연동 

브랜드의  기존 판매 시스템과  온라인스토어  주요 data 연동도 문제없이!  

브랜드의 고객 DB, 오프라인 매장의 POS,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LECS EC 플랫폼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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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Stock-Logis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운영  및 고객  대상 배송  서비스  

하루에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상품 포장과 고객  배송, LECS가 세심하게 운영해    드립니다.  

온라인스토어의 물류 관리는 각 매장별로 박스단위 배송을 하는 기존 B2B 물류와는 다릅니다.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개인 

고객의  지정 배송지까지 문제없이  배송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품과 교환, 환불 처리까지  빈틈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LECS는 개인 고객을 위한 B2C 물류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LECS 전용  물류

센터에서는 상품을 단품 단위로 보관하고, 주문한 고객 별로 포장하여 고객의 배송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LECS 물류  서비스

는 주문후 24시간 이내 발송률 99.6%, 주문후 품절률 0.03%를 자랑합니다. 기획전, 시즌 세일과 같이 단기간의 주문 폭주에도  걱정하지 마

세요. 갑작스러운  물류량 변화에도 LECS는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류·고객 응대 서비스 

LECS 물류센터 전경 LECS 물류센터 전경 

LECS  전용 물류센터  운영 현황 

   LECS 센터 면적                           인  원                         보관 CAPA(pcs)                   월 최대 출고 처리량 

4,720  평                                      82 명                           1,700,000 pcs                   물량 급증 시 100만 pcs          

  

상품 패킹 작업 Zone  상품 합포장 작업 Zone 

브랜드 자체 배송박스 사용 가능 

※ LECS 물류센터 운영 인원은 시즌별 특성 및 브랜드의 판매량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운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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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Stock-Logis 

다양한 물류 부가 서비스 

브랜드가 원하는 특별한 물류 서비스, LECS와  상담하세요. 

LECS는 다양한 아이템을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패키지 포장, 사은품 포장, 샘플 포장과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

랜드 로고가 인쇄된 브랜드 전용 박스를 사용한 포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 관리는 물론 고객을 위한  사은품까지도 

상품처럼 꼼꼼하게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B2C 물류를 제공하는 LECS의 다양한 물류 부가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LECS 
Store-Logis 

백화점 온라인몰  상품 포장, 고객  응대, 택배  업무  대행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  집중해야죠. 이제 백화점 온라인몰 포장·배송은 LECS에게  맡기세요. 

온라인 판매 상품 포장이나 전화응대로 백화점 매장 내 고객 응대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보다 상품을 피킹하고  포

장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LECS와 상의하세요.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처리해야 했던 상품 포장, 반품 확인, 고객응대 업무를 LECS가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물류·고객 응대 서비스 

LECS  CS 

브랜드  전담 고객  응대 서비스 

브랜드에  맞춘 전문적인 고객  응대를 위한“브랜드 전담 상담원”운영 

브랜드의 상품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여 신속 정확하게 고객 응대가 가능한 '전담 상담원'을 배치·운영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고객 응대를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상담원들에게 고객 Q&A 응대 메뉴얼을 제공하고 신상품 정보에 대한 교육을  주

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고객 주문 및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고객응대가 가능한 CS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레임이  

강한 고객도  걱정하지 마세요. LECS의 숙련된 상담원들은 고객불만을 고객만족으로 변화시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 전용 C S 번호 제공 
 

브랜드만의 전용 고객 응대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세요.  브랜드의 특성을 반영한 ARS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안내 멘트, 전용 고객센터 번호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종합몰의 천편일률적인 고객응대로 발생했던  고객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LECS 전용 CS 인력  평균  20명, 브랜드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서비스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LECS 전용 고객 응대 조직 LECS 전담 상담원의 고객 응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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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Reporting 

매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매월 말이 되면 업무 부담을 가증시키는 매출 정산 업무, LECS의 스토어 담당자가 정확하게 처리해  드

립니다  

LECS 
Help 

신속한  법규 대응 및 대관 업무  지원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규, LECS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드립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최근 들어 부쩍 관련 법규들이 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새롭게 바뀐 법규  때

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LECS는 관련 제도나 법규 변경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즉시 IT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운영인력을 교육합니다.  

만일, 법규관련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LECS의 전문 인력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관 업무를 지원해 드립니다.   

판매 실적·고객 분석 리포트  제공 

방문자 현황, 구매 실적, 주문, 교환, 반품 등 수없이 많은 온라인스토어의 data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LECS는 필요하고 표준화된 관리지표를 쏙 뽑아 브랜드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의 결과도 궁금하시죠? 즉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프로모션 결과 분석 지표는 지속적인 프로모션  효

과 증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α서비스  

믿고  맡기는  매출 정산 서비스 

까다로운 온라인스토어 매출 정산도 LECS가 꼼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온라인스토어의 매출 정산은 고객 한 분, 한 분을 기준으로 매월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별 판매, 반품, 환불, 취소를 하나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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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L E C S 인가? 

LECS 한 눈에 보기 

LECS  (Lotte E-Commerce Customizing Service) 역할 

LECS를  이용하면 단기간에  비용 효율적으로 온라인스토어를  구축하여 안정된  운영이  가능합니다. 

LECS는  브랜드의  여건과  니즈에  따라 사용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브랜드가 직접 온라인스토어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LECS를 이용하여 온라인스토어를  

구축·운영 하는 경우  

구축 기간 구축 기간 약 1년 정도  소요 
구축 기간 평균 4개월 소요 

- LECS 플랫폼에 기반한 커스터마이징  기준 

 

 
구축 비용 

 
 

초기 구축비 약 10억원  소요 

- 사이트 기획, 시스템 개발, 서버 구입비   포함 

 

초기 구축비“ZERO”에 선진형 EC 스토어  구축  
- 국내 단독 공식 온라인스토어, 매출 규모별 다양한   조건 

- 수준 높은 EC 플랫폼 및 안전한 호스팅 서비스   이용   

 
주문량 급변 시 변함없는 서비스  수준   

 
LECS의 전문적인 운영대행 서비스는 브랜드의  고객들에게  

서비스 유지 어려움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즐거운 쇼핑 경험   제공 

수준관리 - 물류/배송, CS 등 기능별 별도 외주  업체  - 주문후 결품률 0.03%, CS응대율  95% 
   이용 시 신속한 문제해결  어려움 - 주문후 24시간 내 발송률  99.6% 

LECS 패키지 

13 브랜드 온라인 비즈니스의 믿음직한 파트너  LECS 



성공 사례 

오직  한 곳 뿐인,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유니클로  공식 온라인스토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클로의   TOP 매장! 

www.uniqlo.kr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 담당자 

"단 하나의 온라인스토어를 운영하여 관리해야 할 포인트를  최소화하였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합몰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의 온라인 매출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유니클로 온

라인스토어는 직영 자사몰로써, 유통사에 제공하는  중간마진을 제거하

여 영업이익 또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글로벌 UI에 따른 

전시관리와 온라인 마케팅 기능을 직접 처리합니다. 그  외의 운영기능

은 LECS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C 기능 (LECS Membership, LECS Stock-Logis, LE

CS CS  등)을 LECS가 운영 대행해 준 덕분에, 유니클로는 빠른 안정

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

쇠라고  생각합니다." 

 
 

One Store, One Price 정책 
단일 온라인스토어 운영을 통하여, 가격관리는 물론,  

집중적인 고객 마케팅 진행이  가능 

 

최다 상품 구색 보유 

매장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 모든 스타일, 사이즈, 색상을   판매 
 

통합적 재고 관리로 판매기회 극대화 
온-오프매장을 연동 “통합 재고 관리”로 LECS 물류센터에 상품이 있다

면  온라인 판매가 항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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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One  Store,  One  Price  정책 

단일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하여 가격관리는 물론, 집중적인 고객 마케
팅 진행 가능 
 

온라인 회원만을 위한 특별 혜택 

메일매거진 회원 매월 10% 할인 쿠폰 발송, 행사 안내 LMS 발송, 

온라인 한정 기획전 진행 

 

브랜드 맞춤형  지원 

상품 강화, 홍보 채널 확대 등 브랜드를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

안 및 지원 

자연, 당연, 무인(無印) 

MUJI  공식 온라인스토어 
"지구를 생각하고 소비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품을 만든다.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객들에게 이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www.mujikorea.net 

 
MUJI 온라인 스토어 담당자 

"글로벌 브랜드인 MUJI의 목표 중 하나는 고객이 어느 나라, 어느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이질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도 마찬가지이며 LECS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2년 MUJI 온라인 스토어를 만족스럽게 런칭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관리, C/S 관리, 배송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MUJI가 

판매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 적인 부분의 성장과 함께 타국의 MUJI 온라인 스토어롤 모델

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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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S 특장점 

구분 Full Option LOGIS+ CS+ Platform Only 

플랫폼 

CS 

물류 

롯데 회원제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옴니서비스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선택가능 

브랜드 공식몰 운영에 최적화된 All in One 서비스 

롯데ON의 수준 높은 E-Commerce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브랜드의 별도 관
리 인력은 최소화 

기간계 시스템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24시간 모니터링 / 정보 보호 관제 

인프라 무제한 사용 지원 

LECS 서비스는 종합몰 및 대형 브랜드 수준의 상품/전시 및 물류/CS 서비스를 제공하여 브랜드몰을 방문한 고객에게  온라인 쇼
핑에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브랜드에서는 상품 등록/전시에 필요한 최소 1명의 운영 인력만 필요하여 최고의 효율로 
브랜드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B2C에 특화된 물류 및 CS 서비스  
롯데ON의 20년 동안 대고객 대상으로 진행한 물류 및 CS 서비스 경험 및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이 브랜드몰 온라인 쇼핑을 
하고 물품을 받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배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환/반품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구분 LECS 물류 서비스 

보관면적(평) 4,720 

투입인원(명) 82 

익일 발송률(%) 99.6 

대형 행사로 인한 물량 급증 시  LECS간 인력 및 공간 지원 투
입으로 원활한 처리 

인입량 급증 시 LECS 간 지원 투입으로 원활한 고객상담 가능 

LECS는 다른 유사 에이젼시나 플랫폼에서는 불가능한 브랜드 기간계 시스템과의 매출 데이터 연동, 물량 입/출고 수량에 대한 인
터페이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랜드에 특화된 기능 및 마케팅에 필요한 스크립트 설치가 필요한 경우 커스터마이징하여 개
발이 가능합니다.  

LECS는 최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대형 행사 시에도 무제한으로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등록에 필요한 이미지 
및 행사 관련 페이지 이미지 용량도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LECS는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Green Light) 제공하며, 도로명 주소, 상품정보
고시, 개인정보유효기간제 등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관련법 국내 No.1 반영 

국내 유일 옴니 서비스 제공   
롯데ON의 스마트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주문 후 브랜드 매장 및 롯데ON 유통 거점(백화점/슈
퍼/마트/하이마트/세븐일레븐)에서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LECS CS 서비스 

투입인원(명) 20 

응대율(%) 97.3 

메일24시간처리율(%)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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