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자도물량, 비용 부담없이, 
신규 창업자도믿고 신뢰할수 있는,

마타주물류대행서비스

㈜마타컴퍼니



물류대행서비스?

보관부터포장, 고객배송까지필요한서비스만 골라서이용하는 모듈형물류대행 서비스

항온/항습/항균 관리 물류센터에서전문적으로깨끗한관리

직접 관리하기어려운 물류전 과정을쉽고친절하게적은수량도제한없이저렴하게

제품홍보와마케팅에힘써야할 시간에사무실에서직접포장하고계시진않나요 ?

물류대행업체에맡기려니수량이적어서비용에부담이크시죠?

“마타주 물류 대행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직접 관리하기어려운 물류관리, 이제는 마타주와함께,
쉽고 친절하게, 적은수량도 제한없이이용해보세요.



서비스종류

공장/매입처→물류센터또는
사무실/매장→물류센터까지의
이동 및 상하차서비스

물류센터로배송된 물품의 품목별
분류, 품목별수량 확인, 시스템
재고 등록 서비스

포장 및 부착물, 부속물 삽입 등
판매 배송 가능형태로 준비
가공하는 서비스

항온/항습/항균/보안관리되는
창고에 재고보관 및 물류설비
사용이 포함된서비스

주문 내역 또는요청에 따라 고객
및 점포/업체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포장 제거 및재상품화 또는
불량품 폐기처리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이용하는 서비스만큼만 비용을 결제하세요!

운송 입고품목, 수량관리

포장

배송

보관

반품관리



마타주전문물류센터

지상에위치한단독 전문보관센터,
쾌적하고안전하게관리합니다

공조/제습/온도조절시설로 24시간항온/항습관리

외부의침입및 도난에대비한 [기가아이즈] 가입

항균방역을위한 [세스코] 가입으로위생관리

경력있는직원이제공하는안정적인물류서비스

보관최적화

안전한설비

깨끗한환경

전문인력구성



전문물류시스템 M-WMS

마타주만의물류 관리시스템, M-WMS으로
상품 정보연동부터주문관리까지, 한번에해결하세요
* 마타주의물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M-WMS 시스템까지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고도-마타주시스템연동으로원클릭으로상품정보자동등록

결제완료된 고객주문은 M-WMS로자동전송

출고된운송장정보자동으로고도몰에업로드, 출고완료처리

고객별계정로그인으로정산, 입출고, 재고까지한번에확인

상품정보연동

주문연동

운송장자동등록

실시간확인



서비스프로세스

서비스상담, 
견적요청

견적확인및
계약확정

API 사용자키
발급, 시스템

연동

[선택서비스]
픽업운송

대행

상품
물류센터
입고

M-WMS에
상품재고

등록

[선택서비스]
상품포장, 

가공
상품보관

주문출고, 
송장번호
업로드

[선택서비스]
반품관리

월간리포트
확인, 정산



운송 차량 종류 박스 크기 가격 기타 사항

1. 방문택배
(중형기준 10box 이내/전국)

a. 극소형 2,300원/box 
도서산간 제외b. 소형 2,600원/box

c. 중형 2,900원/box
2. 스타렉스
(중형기준 10~40box/서울만)

- 30,000원/편도 1회 픽업지역 기준 서울만 가능

3. 화물트럭
(중형기준 서울 40box 이상, 서울 외 10box 이상)

거리별 상이 60,000원부터~/편도 1회 도서산간 제외

A. 픽업운송

B. 입고품목, 수량관리

관리 단위 수량 가격 기타사항

1. 개별 제품단위
a. 품목당 수량 10개 미만 10,000원/품목

박스 개봉 후 상품 종류/수량 파악b. 품목당 수량 10개~50개 20,000원/품목
c. 품목당 수량 50개 이상 30,000원/품목

2. 박스 단위
a. 중형기준 20box 미만 무료 박스 미개봉, 박스 수량 파악, 상품

단위별 출고 불가b. 중형기준 20box 이상 5,000원/box

박스크기기준
극소형: 박스 3면의 길이 합 80cm, 중량 2kg 이내
소형: 박스 3면의 길이 합 100cm, 중량 5kg 이내
중형: 박스 3면의 길이 합 120cm, 중량 15kg 이내

최소보관기간 3개월(3개월 내 수량 변동 가능, 3개월 내 전체 출고시에도 잔여 기간 보관료 환불 불가)

(VAT 별도)

서비스이용요금

(VAT 별도)



포장수준 추가 작업 가격 기타 사항
1. 기본 포장 기본 OPP 포장 기준 500원/개

이용자가 포장재 및부속물 제공
요청 시 구매대행 가능2. 추가 포장 작업

a. 제품 합포장 및 포장재 조립 +200원/개
b. 스티커 부착 +100원/개
c. 부속물(카탈로그, 완충재, 쿠폰) 삽입 +100원/개
D. 옷걸이(의류)/커버 작업 +200원/개

C. 포장

D. 보관
보관방식 크기 가격 기타 사항

1. 박스 보관
a. 극소형 1,500원/box/월

출고분 제외 후 실 보관량만 월단
위 정산

b. 소형 2,000원/box/월
c. 중형 3,000원/box/월

2. 행거식 보관 의류 특화 1,500원/벌/월

선택 옵션 1 선택 옵션 2 가격 기타 사항

1. 택배(고객 주문 발송 또는 10box 이내 업체 배송 시)
a. 극소형 2,300원/box 이용자가 포장재(택배 박스, 테이

프 등) 제공 또는 이용자가 요청
시 구매대행 가능

b. 소형 2,600원/box
c. 중형 2,900원/box

2. 스타렉스(중형기준 10~40box/서울만) - 30,000원/편도 1회 도착지 기준 서울만 이용가능
3. 화물트럭(중형기준 서울 40box 이상, 서울 외 10box 이상) 거리별 상이 60,000원부터~/편도 1회 도서산간 제외

E. 배송

선택옵션 1 선택 옵션 2 가격 기타 사항
1. 정상품 재입고 포장 제거 및 재입고 1,000원/개

-
2. 불량품 폐기 또는 배송

a. 폐기 물품에 따라 상이
b. 요청지로 배송 출고 배송비 기준 적용

F. 반품관리

서비스이용요금

(VAT 별도)

(VAT 별도)

(VAT 별도)

(VAT 별도)



이용시유의사항

기본 서비스는물류 대행을 위해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선택
서비스는 고객님께필요한 서비스만추가해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1. 시스템 제공 - 마타주전문 물류 프로그램 M-WMS 무료 사용, 

고객님마다계정 부여
2. 입고 - 물류센터로 배송된물품의 품목별분류,수량 확인, 시스템

재고 등록
3. 보관 - 온습도/방충/보안관리되는창고에 재고보관 및 위치, 환경, 

설비사용
4. 주문출고 – 고도몰 주문 자동출고 후 운송장 업로드

선택서비스
1. 픽업 운송 - 공장/매입처또는 사무실/매장에서물류센터까지의

운반 이동
2. 포장 및 임가공 - 포장, 조립, 부착물, 부속물 삽입 등 판매배송 가능

형태로 준비가공
3. 반품관리 - 포장 제거및 재입고 또는 불량품폐기 처리

정산서비스
기본서비스, 선택서비스 모두실제 이용한 건수를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용 건수 및재고 현황을 확인하시도록월 1회 리포트가 발행되며, M-
WMS에서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도몰에서제공되는 API 사용자키를통해 고객님쇼핑몰의
상품/주문/배송정보가전송되며, 마타주는어드민에 대한조작 및
보기의 권한은없으니 안심하세요.

상품 정보연동
• 상품코드, 기본상품명, 옵션상품명, 대표 색상, 제조일, 

유효일자, 무게, 묶음 주문 단위, 상세이미지

주문 정보연동
• 고도몰 어드민에서입급확인되어 “상품준비중”으로 상태 변경

하신 주문에대해 정보 전송
• 주문일시, 주문번호, 주문상품(옵션상품포함), 주문수량, 총

상품금액, 착불/선불 여부

주문자/수령자정보
• 주문자명, 주문자휴대폰번호, 수령자명, 수령자휴대폰번호, 

수령자주소, 수령자배송메시지

택배 송장정보 (M-WMS →고도몰 어드민으로전송)
• 주문번호, 송장번호

서비스선택 시스템연동정보

다음 서비스는정보 연동 불가하니유의해주세요
• 묶음 배송, 사은품, 해외 배송

불가서비스



상담채널

견적신청

1:1 톡상담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www.matazoo.net/godo

[바로가기]

1661-0705

qna@matazoo.net

우리 쇼핑몰에필요한맞춤 물류대행 서비스, 
친절하게상담해드립니다. 

http://www.matazoo.net/godo
https://customer.happytalk.io/public_v1/chat_v4/public_point?go=C&is_login=N&uid=&site_id=4000000419&category_id=99887&division_id=99888&usergb=W&title=%5B%ED%85%8C%EC%8A%A4%ED%8A%B8+%EC%83%81%EB%8B%B4%EC%B0%BD%5D
mailto:qna@matazo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