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

- 관리인원감축

- 온라인스토어구축

- 오픈마켓[11번가,지마켓,옥션,스토어팜]

- 종합쇼핑몰

- 소셜커머스

온라인 업무대행 온라인 판매대행



<쇼핑몰구축개발업무> <운영업무, 판매대행>



ABOUT US | 철학

고객중심의 회사 이토록플랜

고객을 위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ABOUT US | 비전

쇼핑몰운영업무

쇼핑몰판매업무

쇼핑몰구축개발

회사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디자인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고객에게 편한 기능을 제공
재방문이 높은 효율성 개발제공

제품홍보의 디자인개발제공
디자인과 개발의 고객편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강력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선 성장력 구축

생각만으로 머무는 서비스는
이토록플랜과 맞지 않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다 더 앞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내 · 문화 즐거움

고객에게 편한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하려
면 사내문화부터 바꿔야합니다.

작지만 강한것처럼
개발의 즐거움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생각하겠습니다.



ABOUT US | 인사말

이토록플랜[디자인리버]은 쇼핑몰전문개발, 운영관리아웃소싱, 

IT 전문기업으로 2002년부터 IT전문기업 문화 발전에 뜻을 모아

기술 노하우와 배려, 신뢰의 기업 문화를 밑거름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토록플랜의 핵심가치인 “고객 중심의 기업"을 모토로

고객의 사랑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토록플랜은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IT기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움과 혁신,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토록플랜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토록플랜 대표 박영수



ABOUT US | 회사개요

이토록플랜

2002년 7월 [사업자변경] => 2012년 9월 18일

박영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1008 센타프라자 904

031-571-3472

웹개발, 소프트웨어개발부, 운영/온라인판매부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본사위치

대표전화

부서



ABOUT US | 비지니스 이토록플랜은 고객중심의 쇼핑몰전문개발, 운영관리아웃소싱 진행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이커머스 운영관리시스템 및 창고관리시스템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토록플랜

웹개발 RECS WMS ERP

디자인리버

쇼핑몰 웹개발 모바일 APP



ABOUT US | 비지니스 각 분야의 전문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 웹개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하며 고객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로 항상 앞선 준비를 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이 이뤄지도록 방법을 고안합니다

온라인 / 모바일

판매 제휴사

자사운영채널

자사몰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쇼핑몰업무관리

온라인판매대행

컨텐츠관리

주문, 배송, 클레임처리

WMS제공

ERP제공



ABOUT US | 조직도 이토록플랜은 IT 서비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비스 진정성에 대해 고민하며
고객중심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디자인사업부 개발사업부 기획사업부 운영판매대행사업부

디자이너 2명 웹프로그래밍 2명 PM 1명 CS담당자 4명

어플개발자 1명 디렉터 1명 물류배송 6명퍼블리셔 2명



해당 서비스는 고객사의 전문인력과 리스크를 줄여드립니다.



OUR BUSINESS | 브랜드 URL

서비스 바로가기 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designriver.net/
http://www.riverhub.net/


OUR BUSINESS | 회사소개 URL

서비스 바로가기

http://etorok.kr/


RECS | 플랫폼제공 이토록플랜은 온라인스토어구축 및 운영대행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쇼핑몰구축, 통합관리시스템 : 필수조건

RECS 관리자제공

RECS 통합관리시스템제공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자사몰
상품데이터, 주문데이터, 송장데이터

온라인스토어구축
B2B, B2C 온라인스토어구축

RECS 관리자제공



RECS | 비용최적화 이토록플랜은 온라인스토어구축 및 운영대행 통합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최소예상비용 설명

쇼핑몰구축비용 150만원 일반적인 쇼핑몰 맞춤제작할 경우

상세페이지제작비용 80만원[50건이내] 건당 제품 상세페이지제작 및 등록할 경우

통합관리비용 260만원
샵**, 샤** 시중에 나와있는

통합관리프로그램 사용할 경우

제품촬영비용 350만원 제품 촬영 및 컨셉촬영 최소비용

부가서비스비용 360만원 최소 2명 인력비용

최소예상비용 설명

쇼핑몰구축비용

통합 제작 및 월 정기관리

상세페이지제작비용

통합관리비용

제품촬영비용

부가서비스비용

※ 인원 : 최소인원으로 진행할 경우 매출증대향상이 저하 됩니다. 매출이 많을 수록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 최소 10명의 투입인원으로 최단시간 ~ 빠른매출을 보장합니다.
※ 전문인력, 디자이너, 개발자, CS담당자, 키워드광고자격증 보유자.

일반운영관리 RIVERHUB운영관리

최초 예상견적 : 1200만원 최초 예상견적 : 60%절감1년예상 : 1억 3천만원



RECS | 쇼핑몰운영대행 서비스 이토록플랜은 쇼핑몰구축에서부터, 운영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몰구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광고를 진행하여
매출증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쇼핑몰운영

주문관리수집

운송장 엑셀관리

송장등록관리

배송관리

클레임관리

판매처

자사몰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지마켓]

네이버 스토어팜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종합몰등등

※ 쇼핑몰운영 : 최소 직원 2~3명 필요
※ 판매처 : 자사몰부터 각종 온라인판매처 컨텐츠 제작 비용 및 인원투입 필요



RECS | 쇼핑몰운영대행 서비스 이토록플랜은 쇼핑몰구축에서부터, 운영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몰구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광고를 진행하여
매출증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SNS 바이럴마케팅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상위

구글 검색상위

다음 검색상위

※ SNS바이럴마케팅 : SEO검색에 적합한 컨텐츠를 생산하여 노출에 상위권을 보장한다.
※ 포털사이트 : 상품별 SEO검색을 통해서 노출 상위권을 보장한다.

블로그 컨텐츠 등록/관리

인스타그램 컨텐츠 등록/관리

페이스북 컨텐츠 등록/관리



RECS | 쇼핑몰배송대행 서비스 이토록플랜은 쇼핑몰구축에서부터, 운영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몰구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광고를 진행하여
매출증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물류배송대행

오픈마켓
주문데이터수집

종합쇼핑몰
주문데이터수집

자사몰
주문데이터수집

소셜커머스
주문데이터수집

10개이상의 판매처에 주문데이터
통합수집관리

오픈마켓
운송장데이터등록

종합쇼핑몰
운송장데이터등록

자사몰
운송장데이터등록

소셜커머스
운송장데이터등록

차량배송



많은 사장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고급인력충원을 하더라도, “쇼핑몰판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못한다.

인권비 대비 온라인매출이 저조하다.

속도가 느려서, 오픈을 못하고 있다.

온라인판매 지식이 전무하다.

오프라인으로 전문가이다.

직원이 자주 그만둔다.

RECS | 쇼핑몰배송대행 서비스



이토록플랜은 작은회사이지만, 다양한 개발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IT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제작, 운영, 관리를 제안합니다.



주관적인 생각보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제작과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개발”

가장 중요한 관점에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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