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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대통령

강아지대통령

"반려동물과우리의삶이
더풍요롭고행복해지는플랫폼을만들어갑니다."



강아지, 고양이의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구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용품 커머스 중에

믿고 구매할 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8년강아지대통령, 고양이대통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아지대통령,
고양이대통령의시작



Companion Animal Market Recognition

• 웹 에이전시 경험으로 반려동물 시장 인지

• 중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예상

Growth History

Brief History & Achievements
Overview – Company

No.1 Dog e-Commerce

• 영세, 보수적인 업계 특성을 고려한 영업망 구축

• 축적된 노하우 기반 ‘강아지대통령’ 런칭

• 런칭 3년 만에 애견 시장 업계 1위 달성

No.1 Cat e-Commerce

• 애견과 애묘 고객의 특성 차이 분석

• 강아지대통령 노하우 기반 전략적으로

애묘전문몰 ‘고양이대통령’ 개별 런칭

• 런칭 1년 만에 애묘 시장 업계 1위 달성

No.1 강아지, 고양이 전문 이커머스 브랜드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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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 Achievements
Overview – Company

Key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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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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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우수브랜드 취급
Overview – Company

국내점유율 Top 10 및 해외 우수브랜드 취급



회사명 주식회사 펀엔씨

대표이사 이효경

설립연월
2005년 8월 26일

2011년 7월 7일 법인 전환

사업장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0

[덕평물류센터]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31-59

주요사업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 및 포털 개발

펫용품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및 제조&수입

쇼핑몰 주소
강아지대통령: www.dogpre.com

고양이대통령: www.catpre.com

임직원수 본사: 57명 (2020년 8월말 기준)

주주구성 김도성 (100%)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8

2005

08 강아지대통령, 고양이대통령 웹, APP 전체 리뉴얼 OPEN

04 자체 BRAND “츄통령” 4종 간식 출시

01 물류센터 확장이전 (덕평)

12 신규PB 출시 (스크래쳐 박스), 흡수혁명 리뉴얼 예정

09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07 물류센터 최대 물량 출고 (67만개)

05 코코 캐릭터(고양이) 런칭 (상표등록 진행중)

03 역대 최고 매출 달성 (2017년 333억)

03 물류센터 확장이전 (800평 → 2,000평 규모)

07  흡수혁명 애견패드(PB상품) 월매출 1억 돌파

02 고양이대통령 모바일 웹, APP 런칭

07 강아지대통령 모바일 웹, APP 런칭

12 강아지대통령,고양이대통령 업계 최고 매출액 달성

09 강아지대통령(dogpre.com) 오픈

08 주식회사 펀엔씨 설립

회사 개요 및 연혁
Overview – Company

회사 개요 연혁



Our Value & Goal

Value

우리는믿고구매할수있는반려동물전문커머스를만들고자 7가지가치를선정하고, 이를지켜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강아지대통령, 고양이대통령이 추구하는 7가지 가치“ ”

신선한 사료&간식 최저가격최고의 상품

빠른 배송 믿을 수 있는 구매후기쉽고 편한 쇼핑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창의적인마인드를가진인재 꿈을안고도전하는인재

비전을함께하는인재 책임과의무를다하는인재

Our Value

펀엔씨언(funNCian)



편리한교통, 쾌적한근무환경 (삼성중앙역, 코엑스부근)

기분전환되는아늑한카페테리아 (커피 & 음료무한제공, 다양한도서보유)

스트레스해소를위한직원휴게공간

Business Site

서울 본사 사무실



12년간반려동물용품에최적화된풀필먼트센터운영 (2020.1월 확장이전)

국내최대규모 2,400평 보유

제품별유통기한관리가가능한물류노하우를오랜기간걸쳐보유하고철저한온습도/방역관리를시행

Business Site

덕평 물류센터



연간판매금액

321억원
누적고객리뷰수

594만건

funNC data. (2019년말기준)

동종업계검색점유율

78%

국내 “1위” 최대 규모 반려동물 E-Commerce

Business Highlights

e-Commerce



누적판매액

약42억
구매고객평점

4.7 / 5.0

funNC data. (2019년말누계기준/ 2011년출시 / 2015년리뉴얼)

누적판매량

약38만개

전체 상품 중 판매량 “4년 연속 1위”

인기애견패드

흡수혁명

Business Highlights

PB (Private Brand) – ‘흡수혁명’ 애견패드



Business Highlights

PB (Private Brand) – ‘츄통령’ 간식라인

구강케어 면역력케어

요로계케어 헤어볼케어

믿을 수있는 ”국내산 프리미엄 기능성 원료”

냥츄 (산양유 베이스) 리얼츄 (닭가슴살) 멍츄 (산양유 우피스틱) 바삭츄 (원물 동결건조)

국내최초, 무방부제
국내산닭가슴살 100%

저지방고단백

無표백, 無색소, 無방부제
산양유, 100% 한우우피

치석/플라그제거

알러지/영양소파괴 無
최상급통원물, 기호성

닭/연어/북어/열빙어/치즈

* 전상품국내제조로중국산과차별화된품질



E-Commerce PB상품 서비스상품

반려동물전문
E-Commerce

차별화된 PB상품 Data기반의
개인화된서비스제공

Vision

Only One 반려동물 플랫폼으로 진화



Contact Us
Business Plan

석천빌딩 5F

스타벅스

SK 네트웍스

탐앤탐스

청당돔 방향

선
정

릉
역

봉
은

사
로

GS셀프
삼성로 주유소

대치역 방향

삼성동
힐스테이트 2차

KEB하나은행

삼성중앙역

5번 출구

커피빈

전화 02-585-8467 

팩스 02-585-8477

이메일 webmaster@funNC.com

주소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70 석천빌딩 5층

물류센터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31-59

본사 물류센터

덕평로 831-59

쿠팡 물류센터

덕평TG

코엑스

6번 출구

3번 출구

2번 출구

mailto:webmaster@funNC.co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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