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노스노스 WMS가 무엇인가요 ?Q
A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s］는 창고관리 시스템으로

이커머스 경쟁력의 핵심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스노스 WMS는 클릭 몇 번으로 입고, 재고, 발주, 출고, 송장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3자물류사와 쇼핑몰에서 노스노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가격경쟁은 이제 그만! 효율성으로 마진율을 높이세요!



# 노스노스 한눈에 보는 특장점

사용료저렴 클라우드

오픈API

스마트한상품매핑 멀티바코드기능 유통기한관리 손쉬운입·출고관리

멀티로케이션관리 재고관리 다양한출고작업지시
상황에맞는

출고방식선택 택배연동

Delivery



# 노스노스 시스템 흐름

쇼핑몰
주문

신규상품
런칭

상품등록 재고반영 출고요청 출고지시 출고작업 결과 확인 각종통계

보관

주문 처리

쇼핑몰
상품

입고 피킹 포장 출고

재고반영 통계/재무재고반영상품 발주

APIAPI

API API API

API API

운송장번호전송

취소 반품 처리쇼핑몰

ERP



노스노스는 현장 지향형 시스템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입출고 모드를 지원합니다.

#SYSTEM DETAIL



클라우드 서버 + 클라우드 S/W

물량 변화에 맞게
서버 스케일링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기기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

# 다중 접속구조



# 스마트한 상품 매핑

판매상품 출고상품 이원화 구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형태 그대로 유지
세트상품 / 1+1 행사 / 특별 사은품 등

판매상품 출고상품

창고에서 관리하는 SKU 단위
재고 관리 / 유통기한 관리 / 입출고 이력 관리

연결

1:1 연결 1:多 연결 多:1 연결

판매상품

빨강립스틱

출고상품

빨강립스틱

판매상품

립스틱
3종세트

출고상품

빨강립스틱

핑크립스틱

보라립스틱

판매상품 출고상품

록시땅핸드크림30ML 시어버터핸드크림

(2021년) 록시땅시어버터핸드크림30ML 

(국내총알배송) 록시땅핸드크림30ML 록시땅시어버터
핸드크림30ML 



# 멀티바코드

빠른 입고와 정확도 상승

정확한 재고 관리와 출고의 간소화

하나의 상품에 여러 바코드가 있는 경우

88035789512

대표바코드

88012345678

추가바코드

립스틱-레드

88012343210

추가바코드

립스틱-레드

X 10

포장박스나 카톤박스에 별도의 바코드가 있는 경우



# 유통기한 관리

• 선입선출

• 하나의 상품에 여러 유통기한이 있어도 OK

• 제조일자 기준으로 관리도 OK

• 유통기한에 따른 출고불가 설정도 OK

• 유통기한별 재고 관리 가능

• 로케이션+유통기한 재고관리 가능

• 작업시간 감소

• 오배송 감소

• 고객 클레임 감소



# 손 쉬운 입출고 관리

상황에 맞는 입고 방식 선택

예정등록에
의한 입고

공급 담당자의
입고예정 등록

창고 담당자 입고예정
내역과 비교 검수

오차내역 수정 입고 완료

다품종 소량
입고

바코드 전수검사 유통기한 등
추가정보 입력

입고 완료

소품종 대량
입고

바코드 검수 입고수량 입력 유통기한 등
추가정보 입력

입고 완료

일괄 입고
상품목록 호출 입고수량 입력 유통기한 등

추가정보 입력
입고 완료



# 멀티로케이션

멀티로케이션 관리로 입출고 관리와 재고 파악을 한 번에!

그날 그날 상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원하는 로케이션으로 진열

상품 입고 시

출고존
입고존



# 재고관리

• 입고되는 상품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적치 후 로케이션 등록

입고 작업의 효율화, 빠른 출고 준비, 쾌적한 창고 관리

멀티 로케이션, 프리 로케이션

• 유통기한 별 재고 관리, 출고 시 자동 선입선출

유통기한 관리, 선입선출

• 로케이션 이동, 유통기한 이동 처리

•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처리 지원

자유로운 재고 이동

• 재고와 관련된 모든 이동, 입출고 내역을 한 눈에 확인

재고 이동 로그 분석 기능

• 간편 재고실사 기능

• 상세 재고실사 기능

• 2가지 모델 제공

간편한 재고실사



# 다양한 출고작업지시

편리한 주문 나누기, 합치기, 종류별로 지시하기

고객의 주문을 출고 단위에 맞춰
택배박스를 나누거나 합치기

예) 냉동+상온 함께 주문한 고객 → 냉동택배와 상온택배 자동 분리

출고편집코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둔 패턴으로 자동 나누기

냉동

상온

예1) 에어캡 포장이 필요한 유리 제품만 모아서 작업지시

예2) 단품 주문만 모아서 작업지시

예3) 복잡한 합포장 건만 모아서 숙련자에게 지시

상품 기준, 상품 수 기준, 합포장 수 기준 등 작업지시자가
다양한 검색조건을 조합하여 최적화된 작업지시



# 출고 방식

상황에 맞는 출고 방식 선택

일괄처리
방식 운송장출력

출고
지시

노스노스에
운송장 등록

토탈 피킹 포장 출고완료

단일품목 대량 출고 시 유리

운송장
방식 운송장출력 노스노스에

운송장 등록
토탈 피킹 운송장 스캔 상품 바코드

검수
포장 출고완료

주문서
방식 주문서/

운송장출력
토탈 피킹 릴리즈 코드

스캔
상품 바코드

검수
운송장 입력 포장 출고완료

123456780

운송장만 보고 작업이 가능한

간단한 주문 건 처리에 유리

복잡한 합포장, 택배가 아닌

화물이나 다른 방식으로

출고 시 유리

DAS
방식 운송장출력 노스노스에

운송장 등록
토탈 피킹 출고 회차

선택
상품 바코드검수

및 DAS 분배
포장 출고완료

다품종 합포장 처리를

오차 없이 빠르게 출고 처리

1234567801회차



# 택배 연동

클릭 한 번으로 택배 접수 및 운송장 출력

Delivery

택배 접수운송장 출력

쇼핑몰 주문건 download           택배사 주문서 Upload

노스노스는 클릭! 한번으로 이 모든 과정을 생략!

쇼핑몰 송장번호 Upload 송장번호 엑셀 download



# 오픈 API 

주문수집

송장관리

노스노스는 오픈 API로 다른 시스템과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사방넷, 이지어드민 등과 연동이 가능하며,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개별 쇼핑몰과도 연동 작업 진행중입니다.



# 사용료 저렴

선택이 폭이 다양한 정량제 요금과 사용량만큼만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

원하는 대로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요금제가 저렴하니 가입비와 설치비가 비쌀 거라는 생각은 금물!

가입비,설치비 zero!



#PARTNERS



# Cloud Partners

2,000여 개의 고객사가 노스노스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노스노스 출고량 3,000,000건 이상! 



# 개별 구축 사례

커스터마이즈 구축 커스터마이즈 구축 사례

지오팩토리 3자물류 WMS

물류시대배차관리시스템

팀프레시새벽배송풀필먼트

18.04

19.02

19.04

딜리셔스풀필먼트19.12

대신택배물류대행 WMS20.02
새벽배송시스템

(구축기간 20일)

새벽배송전문팀프레시
시스템구축

해외배송시스템
(구축기간 50일)

해외배송전문리브
시스템구축

의류배송시스템
(구축기간 30일)

의류전문딜리셔스
시스템구축

자동차부품
배송시스템

(구축기간 50일)

독일자동차부품
물류대행전문대신택배

시스템구축

현대백화점신선식품물류20.05



# 사례분석

사장님은 인건비 절감에 활짝 웃습니다.

직원들은 야근에서 해방되어 활짝 웃습니다.

연간 8천만원의 비용 절감



감사합니다

1899-0846 

contact@spaceriver.kr

Kakao Channel : 노스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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