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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식회사 4월체인로지스설립

서울전지역당일배송 배송서비스개시

화주사대상픽업/회송서비스개시

2019
슈미트, 베이스인베스트먼트 10억원투자
유치

경기도일부지역배송개시

2020
세마트랜스링크투자유치

4시간택배서비스브랜드 ‘두발히어로’런칭

2021
서울지역누적배송건수 100만건
달성

연간배송량 100만건초과달성

주식회사팀프레시투자유치

KT인베스트먼트투자유치

2022
서울지역누적배송건수 200만건
달성
KT 브릿지랩 1기선정
CJ대한통운배송/물류연동



관제 / 물류
3명

서울/경기
배송팀
90명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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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서비스 마케팅/영업 시스템개발

마케팅 / 영업
2명

프론트
1명

백엔드
1명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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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배송조직과 IT기술을결합하여, 4시간당일배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제품
생산/소
싱

마케팅/판
매

제품수거/

입고
출고/배송지역별

제품분배
주문건
취합/

접수

고객에게
송장전송

배송완료

이커머스셀러 소비자

두발히어로서비스영역

>>> 4시간당일배송 >>>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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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패션, 식품, IT 등다양한분야의고객사와파트너쉽확보

두발히어로 서비스사용후, 리뷰에 ‘배송이 빨라서너무좋다’는

이야기가많아졌어요.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니, 재주문율이증가해요.

“ ”

특히, 직장인이 점심에많이먹는샐러드, 도시락등의

식품이라배송이정말중요한데, 제시간에정확히

배송해주세요. 

두발히어로 시간배송서비스를몰랐다면

막막했을거에요. 

덕분에저희는레시피연구에더욱집중할수있게

됐어요.

“ ”

요즘은배송이브랜드의경쟁력이잖아요. 소비자의

감성을터치해줄수있는게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당일배송서비스를도입했는데 반응이정말좋아요.

2030 타겟의마음을제대로사로잡은것같아요. 

“ ”



Deliv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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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매출액, 연간배송건수증가량표시

매출액 524백만원
배송건수 24만건

매출액 2045백만원
배송건수 50만건

매출액 2684백만원
배송건수 105만건

배송건수 8만건





01
빠른배송이만드는커머스의진화
24시간하루를넘지않는배송서비스로
이젠 D가아닌 H단위의시간배송실현

03
IT인프라완비
커머스고객사를위한
택배방식그대로쉽게이용

05
합리적인운임체계
택배가격수준으로
이용하는당일배송

02
서울전지역
서울전지역당일주문, 당일도착서비스제공
*경기도, 인천지역 2022년중순차적으로배송개시예정

04
고객맞춤형서비스
알림톡으로배송시작부터끝까지
실시간으로 대응가능

06
계약및이용방법
계약부터배송시작까지 1일이면준비완료
테스트배송은문의당일시작가능

두발히어로만의차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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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배송이만드는
커머스의진화,

두발히어로



제품의배송속도가곧브랜드의경쟁력입니다
4시간당일배송으로차별화된브랜드를만들어보세요!

대상

서비스 하루 2번수거, 2번배송으로
4시간당일배송서비스제공

가로, 세로, 높이합 60cm 이내 (권장)

배송 소요시간

2시간 20분

4시간배송완료

96% 이상

일배송가능수량

5천건이상

지역 서울전지역













두발히어로의주요취급물품
쇼규모동네배달에서기업형광역도시로새로운출발

패션 / 의류 신선식품 / 디저트 핸드폰 / 통신사 사진/문서/전자기기

4시간보장배송특화
고객사

• 점심식사
• 저녁식사
• 식음료류/디저트류



두발히어로는일일 2번수거, 2번배송으로
가장빠른배송서비스가가능합니다

*오전 09시~12시배송은별도문의부탁드립니다. 

1회차배송 2회차배송

저녁전도착하는
오후당일배송

저녁~밤당일배송

오후 13시 오후 17시 오후 21시4시간 4시간



주문접수
마감
및패킹

한남동
제품
입고

배송
출발

배송
완료두발히어로

파트너사이트
주문건접수및픽킹

지역별제품분류 배송출발/도착알림톡발송
(비대면배송으로인해
배송보관장소사진전송)

1회차

2회차

11시 ~ 11시 30분

15시~15시 30분

12시~12시 30분

16시~16시 30분

13시

17시

16시 30분

21시

두발히어로당일배송프로세스 (예시)

★4시간배송실현

*제품입고시간은
조정될수있습니다



02
서울전지역
당일특급배송



수도권 2,000만명의고객에게
당일주문, 당일도착배송서비스를제공하세요!

서울

주소지가서울이라면어디든
OK!

서울전지역당일배송

경기

2022년 6월기준
경기도고양시전체당일배송

2022년하반기
경기도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구리시예정
인천광역시예정
*상세일정은담당자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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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완비
기존택배방식
그대로



고객사맞춤형시스템완비
택배방식그대로쉽게이용하세요

Ⅰ. 주문접수부터배송조회까지

Ⅱ. 기존사용하던양식으로주문대량접수

Ⅲ. 운송장프린터기와송장용지무상제공



X

고객사전용파트너사이트

✔ 고객사전용엑셀파일대량접수지원
✔ 픽업및반품배송지원

✔ 복수수거지조회/관리기능지원

관제대응용관리자웹사이트

✔ 자동수거/배송라이더지정기능
✔ 수하인배송알림(카카오알림톡) 기능
✔ 실시간배송물량분석및배정기능

배송기사전용앱

✔ 배송이동경로최적화제공
✔ 이동경로자료수집및분석
✔ 지도기반담당배송업무할당
✔ 당일배송특화기능제공

IT 시스템으로배송전과정확인
파트너사이트를통해 ‘주문접수’부터 ‘배송조회’까지

★



파트너사이트미리보기
-수거지별주문대량접수, 배송현황확인등한번에가능합니다 -

주문건대량접수가능
고객사기존엑셀파일그대로

업로드



파트너사이트미리보기
-수거지별주문대량접수, 배송현황확인등한번에가능합니다 -

주문접수후
즉시운송장출력

제품픽킹및배송현황확인



물류프로세스변경으로인한불편함최소화
택배사와동일한물류시스템으로쉽고편리하게사용하세요

엑셀파일을이용한대량접수 운송장출력지원 반품신청가능

고객사가기존에사용하던접수양식그대로
사용할수있도록연동시스템완비

주문번호기반하여
합배송처리및중복접수방지

두발히어로 전용운송장출력지원

운송장프린터기와송장용지제공

배송완료후, 반품회수배송도
일반택배사와동일하게수행

두발히어로 반품신청웹사이트이용하여
CS과정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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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소통하는
고객맞춤실시간
대응



배송출발알림톡으로고객은배송기대감상승
클릭한번으로실시간배송조회까지!

✔ 네이버택배조회 & 스마트스토어택배사연동완료



배송완료알림톡으로정확하고안전하게배송
배송메모와보관장소사진전달



배송과정동안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을
CS 전용카카오톡, 메일, 전화로실시간대응

주소변경하고싶어요!

몇시쯤택배도착할까요?

연락처잘못기재했어요

1.구매고객정보오류수정

• 배송완료전까지고객정보오류수정및반영

• 주소수정

• 연락처수정

• 도착지주소변경

• 배송시간조정

2. 배송기사와커뮤니케이션대응

• 도착예상시간확인

• 각종배송이슈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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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운임체계
택배수준으로
이용하는당일배송



당일택배를택배비용으로
고객은재구매율상승! 두발히어로배송료! 

배송료범위 당일배송 2500원~3500원 (부가세미포함)

• 4시간도착보장배송의경우당일배송요금에서 500원~1000원이추가됩니다.

• 물품크기, 물품의종류에따라배송료가달라질수있습니다.

• 배송물량에따라물품수거비용은배송료와별도로정산될수있습니다.

배송료할인조건

월간배송량에따라배송료할인이적용될수있습니다.



당일택배를택배비용으로
고객은재구매율상승! 두발히어로배송료! 

배송물품의제한조건

1.포장완료된물품의크기: 

박스포장: 가로, 세로, 높이세변합 60cm 이내

안전봉투및파우치포장: 30cm x 40cm 까지

*이형상품, 조건외크기물품은비중에따라
배송수행여부가결정됩니다. 관련해서는별도상담부탁드립니다.

2.배송물품의무게: 5kg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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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및이용방법



서울에서가장빠른당일택배를이용하는방법!!

[계약과정]

계약과정

1) 배송물품, 수거지위치등확인후계약진행

2) 고객사의정보로두발히어로수거지, 기업회원등록

3) 고객사물류센터에운송장프린터, 송장용지전달및

세팅

4) 테스트접수및운송장출력확인

5) 당일배송물품수거시간확정

6) 배송개시

*api 이용배송접수의경우 api 연동작업이별도로필요합니다.

*이지어드민, 셀메이트이용시연동작업이별도로필요합니다.

반품/회송/수거서비스지원

운송장출력지원



서울에서가장빠른당일택배를이용하는방법!!

[물품준비및배송과정]

물품준비및
배송과정

1. 당일배송주문마감후두발히어로배송지역의주문건에대해서

두발히어로에배송접수

-두발히어로고객사웹사이트에직접등록

-이지어드민, 셀메이트이용하여등록

2. 당일배송출고물품픽팩킹

3. 당일배송물품집화

4. 물품입고및배송출발

-두발히어로물류센터입고후개별지역으로배송출발

5. 배송상태조회

-api 조회

-두발히어로고객사웹사이트를이용하여조회 엑셀파일을이용한
대량접수

배송출발알림톡으로고객은배송기대감상승
클릭한번으로실시간배송조회까지!

당일출고된배송건은모두당일배송됩니다. 

악천후등이륜차운행이불가능한상황일경우에한해서고객사와협의하에당일배송이수행되지않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obalhero.kr/

두발히어로, 시간가치의극대화를제공합니다

1688-4364

partner@chainlogis.com

https://doobalhero.kr/


부록
▶두발히어로지원물류회사안내

▶두발히어로지원주문수집솔루션및

이용방법안내

▶셀메이트이용방법가이드

▶이지어드민이용방법가이드(준비중)



외부에물류를맡기고있으시다면두발히어로지원물류기업을이용하세요.

[두발히어로파트너물류기업안내]

파트너물류기업

1) 주식회사파스토(네이버공식풀필먼트)

url: https://www.fassto.ai/

1) 딜리버드(네이버공식풀필먼트)

url: https://dealibird.com/

1) 한국스마트물류

https://www.fassto.ai/
https://dealibird.com/


주문취합, 송장출력, 두발히어로배송지역맞춤설정까지쇼핑몰통합솔루션으로간편하게이용하세요. 

[두발히어로파트너쇼핑몰통합솔루션안내]

파트너쇼핑몰통합솔루션

1) 이지어드민

url: https://ezadmin.co.kr/index.html

2) 셀메이트

url: https://www.sellmate.co.kr/

https://ezadmin.co.kr/index.html
https://www.sellmate.co.kr/


1. 두발히어로사용신청을진행합니다.

사용계약및가입진행후 “셀메이트연동토큰”을발급요청합니다.

2. 셀메이트관리자페이지(도메인.sellmate.co.kr)에서사용자관리 -

환경설정메뉴로이동합니다.



3. 주문관리 - 송장 / 물류관련설정부분으로이동합니다. 두발히어로인증정보칸에발급된 Spot Code 와 Auth Token을
입력합니다.

4.두발히어로용지설정칸에사용용지를선택후저장합니다.

5. 기본세팅설정은끝입니다.



1. 주문관리 - 지역별송장체크메뉴로이동합니다. ’지역별송장체크키워드 / 그룹설정’버튼을클릭합니다.

2. 노출된팝업에두발히어로를통해배송하는지역별키워드를등록합니다.



3. 주문일자, 판매처를선택후 ‘지역별송장정리’를진행합니다.

4.주문관리 - 송장출력메뉴로이동합니다. –택배사를 ‘두발히어로’로변경합니다.



5. 지역별송장출력부분에 ‘두발히어로연동’버튼을통해두발히어로연동을진행합니다.

• 지역을선택해서선택지역일괄두발히어로연동가능합니다.

• 특정지역만두발히어로연동가능합니다.

6. 연동후노출되는팝업에서 ‘두발히어로주문접수’를통해연동을진행합니다.지역을선택해서선택지역일괄두발히어로
연동가능합니다.

• 특정지역만두발히어로연동가능합니다.

• 주문관리로이동하여 상품발송메뉴로이동후주문을발송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