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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포장 직접 하세요?
아르바이트 내 맘 같지 않죠?
재고관리 골치 아프죠?
작은 창고를 얻어야 한다구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물류작업은 마이창고에 맡기시고
핵심업무인 상품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세요!

온라인 유통을 위한 물류대행
입고에서 택배까지

One-Stop Service
입고

보관

운송 관리

창고적재, 이동
재고검수 등 보관 관리

창고 하역 작업 등

포장
제품선별, 각종포장 등
출고준비작업

택배

반품

출고상품분류, 송장작업
택배출고

반품입고 &검수
창고 재입고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 시스템(WMS)으로 운영하는 물류서비스

마이창고
eWMS 1.0

마이창고
eWMS 1.0

① 웹 프로그램 통해 입출고 주문

① 입고, 출고 현황, 송장번호 확인

② 창고로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② 실시간 재고 확인

③ 창고 당일 택배 출고 작업

③ 정산 데이터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1

최초 문의
홈페이지 / 전화 / 이메일을 통해 문을 두드려 주세요.

2

방문컨설팅, 견적 진행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가이드 및 세부 조건에 맞는 견적 확인을 합니다.

3

창고 실사, 계약서 작성
요청 시 창고 실사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물류대행 진행 결정이 되면,
표준 물류대행약관에 의거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웹 프로그램, 교육 진행
상품 입고 전, 웹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제공 하여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5

상품입고, 물류대행 시행
상품 입고 진행 시, 마이창고 매니저를 통해 상품 수량에 대해 상호 체크를 합니다.
이상 없을 시, 정상 프로세스를 따라 물류대행이 시작됩니다.

마이창고 이런점이 좋다!

> 물량이 적은 초보 사장님도 O.K

> 이젠 물류대행도 스마트하게!

하루 1건의 물량도 언제든 문의 주세요

자체 개발 및 운영하는

마케팅과 기획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마이창고 물류시스템을 통해,

컨설팅을 통해 물류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사무실에서 손쉽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업무 효율 증가! 비용은 절감!

> 기존 3PL 물류 대비 뚜렷한 강점

들쑥날쑥 골치 아픈 인력관리, 작은 창고 확보의 어려움,

서울, 수도권 Multiple 창고 운영으로 고객의 조건에 맞는

맞춰도 맞춰도 틀어지는 재고관리.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물류대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요금처럼 필요한 양만큼만

하나부터 열까지 One-Stop 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건당 정산 방식의 마이창고 서비스!

직접 운영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 프로모션 기간에 급증하는 물량, 이젠 걱정 하지 마세요

초보 사장님도 쉽고, 편리하게

> 하루 한 건 출고도 O.K
No problem

적은 물량으로 적합한 물류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마이창고 서비스는 물량에 제한 없이,
하루 1건 출고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물류 컨설팅을 통한 운영 가이드
복잡하고 까다로운 물류,
맡기고 싶은데 각각 알아보기 힘드시죠?
물류만 잘 운영해도 매출 증대, 이익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마이창고 컨설턴트가 물류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이드 합니다.

합리적인 서비스 방식

> 건당 정산 방식
이벤트 판매를 하고 싶어도, 급증하는 주문량 예상에
창고와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늘리기엔 고민이 되고

내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장님
실제 출고한 건당 정산으로, 그때 그때 발생된 만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주문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 실 보관 기준의 임대료
일정 평수 단위(번들)로 계약하는 일반 물류 임대방식과 달리
실제 적재 상품에 대해 파렛트 기준 단위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했던 공실 면적에 대한 비용을 막을 수가 있겠죠?

서울, 수도권 Multiple 창고 운영
> 고객의 조건에 최적화된 창고 선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에 스쳐지나 가는 창고들.
겉에서 보기엔 비슷한 창고 같지만, 각 창고마다 상품의 특성,
작업 옵션에 따라 창고마다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고객의 물류대행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이창고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고를 검토하고,
이 중 최적의 물류대행 조건에 맞는 창고로 안내합니다.

> 클라우드 창고 플랫폼
비수기/성수기 또는 프로모션 등으로 물량 변동폭이 클 경우, 급하게 일시적으로
추가 창고를 알아보았던 적이 있으세요?

마이창고는 운영하는 모든 창고의 유휴공간을 추적하여 상품적재와 작업을
동시에 자동으로 배치하여 끊김 없는 물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고는 표준화된 서비스 플랫폼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계약을
하지 않고 추가 서비스 계약만 하면, 원하는 창고에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용 물류관리시스템 제공
> 상품 대량 등록 지원
많은 상품을 등록해야 할 때도 이젠 걱정 하지 마세요

> 손 쉬운 입출고 주문
PC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 실시간 재고 리포트
직접 창고에 가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상품별 재고 현황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정 수 제한 없이 무료 이용
마스터 계정으로 서브 계정 추가 생성이 가능하며,
복수 계정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이창고 News

한국의 마이창고 ‘배송이 출발하는 곳,

한국의 스타트업

물류창고를 혁신하다

마이창고 손민재 대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한 후,

“소호몰을 위한 물류 대행.” 손민재 대표는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으러 갔던 경우가 더러 있었다.

마이창고의 업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 때마다 쇼핑몰 직원들이 어수선한 사무실에 정신

소호몰들의 창고 공동구매나 창고프랜차이즈

없이 상품을 박스 안에 집어넣고 있던 것이 기억난다.

관련 종사자에게 문의해보니 상품 포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파트타임, 즉 아르바이트 인력이었고, 일정수
준 이상의 쇼핑몰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가까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질은 물류 대행이라는
것. 그 말은 그냥 창고를 같이 이용하는 수준
이 아니라 기존 3자 물류의 서비스들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 주문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상품기

물류, 택배, 반품도 대행해주고, 컨설팅은 물

획과 마케팅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론 전산 솔루션 호스팅 업무까지도 해 준다.

(내용 중략)

(내용 중략)

[출처 URL]

[출처 URL]

http://platum.kr/archives/50750

http://limwonki.com/703

마이창고 News

창고계 우버를 꿈꾸다. 클라우드 창고 시스템 ‘마이창고’

소호몰 창고연결 서비스기업 ‘마이창고’

마이창고는 소규모 창고가 필요한 여러 소호몰과 물

마이창고는 소호몰 화물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류창고를 연결, 통합시키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앞으론 소셜커머스, 전문몰, 오판마켓의 창고 서

한다. 작은 창고가 필요한 소호몰들은 필요한 만큼

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 창고 공간을 임차할 수 있고..(내용중략)
특히, 마이창고는 기존 창고운영업체가 해왔던 ‘평

이를 위해 마이창고는 '단기 창고 서비스'를 제공

당임대’가 아니라 ‘개당정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기존 창고업체들은 장기계약을 기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가한 단

마이창고가 개당정산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

기간 보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는 강점은 ‘비용의 명확화’이다. 쇼핑몰은 판매되는
물량만큼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창고

하지만 마이창고는 개당 정산을 기반으로 계약

운영업체 또한 유휴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는 부가수

하기 때문에 단기 보관 수요 또한 충족 가능하다.

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중략)

(내용 중략)

[출처 URL]
http://sclplus.com/review/view.asp?idx=8081&schCate=AAA&sea
rchTail=page%3D1

[출처 URL]
http://www.fnnews.com/news/201510071717019572

똑똑한 물류대행,
이상적인 유통을 만듭니다

Save TIME
Save EFFORT
Save MONEY

웹사이트

www.mychango.com
페이스북

성공하는 비즈니스 지름길
마이창고가 앞장서겠습니다

www.facebook.com/mychango7
문의사항

support@mychango.com
02-706-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