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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쇼핑몰 관리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글로박스팀은 온라인 쇼핑몰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일 연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발전된 시스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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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만 골라 신청 해 보세요!

쇼핑몰 업계 전문가가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배송대행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창고 및 배송대행 서비스

CS대행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CS대행 서비스

발주대행

온라인 쇼핑몰

발주대행 서비스

사입대행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사입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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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창고 및 배송대행 서비스

수년간의 노하우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겸비한 배송대행

오배송률 제로와 정확한 재고관리로 재고로스 걱정없는 

스마트한 3pl 서비스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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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CS대행 서비스

진상 고객을 진짜 고객으로
바꿔주는 마법같은 고객센터

안정적인 고객응대로 신뢰 높은 쇼핑몰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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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발주대행 서비스

클릭 한번으로 끝나는
초간단 발주

다양한 마켓의 주문을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한번에 관리하는 

신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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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사입대행 서비스

저렴한 비용에도
전문성을 갖춘 사입대행

수량이 적어도 책임감 있는 사입 서비스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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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를 다 제가 하려니 CS질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안되겠다 싶어 글로박스를 사용해 봤는데, 

그 이후 CS가 매우 친절하다는 후기가 자주 올라와요. 

제가 할때보다 평이 좋은 걸 보고, 역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Beauti*** / 인스타 마켓 운영자

처음에는 최소한의 대행만 맡기려고 배송대행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배송대행이 생각 이상으로 괜찮더라고요.

입출고 관리가 철저한데다 전산으로 모든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했어요. 요즘 점점 늘어나는 판매량을 보고 

글로박스에 모든 대행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mid***/ 블로그 마켓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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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업무 진행 절차

쇼핑몰의 업무환경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견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보다 자세한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신청 접수

담당자 지정  및 일정 협희

02

방문 및 상담

상담 및 업체 규모 파악

03

계약서 작성

사용서비스 범위 협의

04

이용료 결제

월 단위 정산 및 이용료 결제

05

서비스 시작

서비스 이용



09 제휴사 모집

글로박스 제휴 특전

글로박스 인증마크 부착

30만원 상당의

글로박스 고급 인증 마크 부착

3PL 업체 홍보 / 마케팅 제휴

자사 홈페이지 내 제휴사로 노출, 고객사에 추천

SNS 및 블로그 게시

이지어드민 사용료 할인

이지어드민 버전별 사용료 할인

※ 제휴가 취소되거나 화주와의 거래가 중단될 시 사용료 정상과금. 베이직, 프리미엄 버전만 적용. 부가서비스 제외



CONTACT US

CALL

1661-1774

BLOG

blog.naver.com/globoxblog

FACE BOOK

@globoxkr

E-MAIL

support@globo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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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이제 매출만 신경쓰세요

나머지는 고민은 글로박스가 다 -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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