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사업을 쉽고,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명품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것이 한곳에!
매치스럭스에서 

명품 사업을 성장하세요.

판매관리
판매만 집중할 수 있는

서비스 툴 풀필먼트
오프라인 매장연계 판매

& 위탁배송

명품재테크

상품 사입만 하시면
판매는 저희가 해드립니다.

상품공급
다양한 상품군을 

가장 쉽게, 빠르게 공급

무재고상품등록
20만개의 구매대행상품 &

국내 위탁 상품

상품관리
상품연동
재고관리

정품, 품질보증
디지털 품질 보증서

럭스레이

상품분석
40만개 판매 빅데이터

럭스스캔



“직접 확인하세요. 부티크도매 리스트도 급이 있습니다.”

유럽명품을 탁월한 가격으로 I 부티크 도매 I 최소주문금액과 최소한의 믹스오더로 인기상품까지!

파페치 거래 내용2022년 6월, 파페치 상품 제공 리스트
세계적 명품기업 케링그룹 관계사

블루패션의 RFID 시연모습 - 매일경제

프리오더 급 가격대의 스탁오더

2022년 5월, 벤더사 상품 제공 리스트

이외에도 최상위 벤더급과 부티크 10여곳에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치스럭스는 전세계 1위 부티크 파페치와
다이렉트 도매 거래하고 있습니다



영국 LONDONTOC LIMITED 지사
프랑스 BULLANSEO SAS 지사

유럽 부띠끄파트너사

온라인 주문

도매리스트 주문

정매장 상품 현지가 -8% 할인

아울렛 상품 현지가 -7% 할인

에.루.샤 상품 현지가 10% UP

유럽명품을 탁월한 가격으로 I 현지 바잉 I 유럽법인을 통해 에.루.샤/ 정매장/ 아울렛 상품 공급

“매치스럭스의 영국/ 프랑스 법인지사로

회전률이 좋은 아울렛 상품.

공급률이 좋은 정매장 신상.

트레픽이 좋은 에.루.샤 까지

원하는 인기상품을 바잉해 드립니다.”



차별화된
명품특화 솔루션

매치스럭스만 가능한



주간인기순위, 예상 판매량, 예산마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석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사입 결정이 쉬워집니다. 

(VIP 멤버쉽 제공)

명품 비즈니스 SOLTION I 상품리서치 I 빅데이터가 내 손안에!

“명품사업에 빅데이터와 디지털을 활용!”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의 40만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무조건 판매되는 상품만 선별하여 

리스트로 드립니다.

(VIP 멤버쉽 제공) 

브랜드별 판매순위

100 리스트

명품특화 상품분석 솔루션

럭스스캔



명품 비즈니스 SOLTION I 상품등록/ 재고관리 I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명품플랫폼 

상품연동

자사몰 구축 및 연동

최대 30만개 상품이 있는 자사몰을 구축하세요!

상품등록/재고관리 그 무엇도 따로 할 필요없이

매치스럭스 상품 전부 자동 동기화 됩니다.

매치스럭스에 있는 30만개 상품을

손쉽게 등록하고 재고관리 할 수 있습니다.

*명품플랫폼 3사는 이씨모니터 사용 필수

* 카페24 / 크리에이터링크 중 원하는 방식으로



1 매치스럭스 도매몰 발주 2 제휴 매장에서 Luxury Fulfillment 서비스 제공 
(판매/ 검품/ 배송/ 디지털 품질 보증서)

3 구매고객 수령

명품 비즈니스 SOLTION I 무재고 판매 &  명품특화 풀필먼트

디지털 품질보증서

검품영상 or 사진

국내배송
(385)

해외배송
(285,687)

검품 배송촬영 보관
매장판매

+ + + +



명품 비즈니스 SOLTION I 관리자 현황판 I  실시간 주문현황을 알 수 있기에 관리가 쉬워 집니다

ㅁ 실시간 재고 현황 ㅁ 실시간 주문 현황 ㅁ 실시간 도매사입 현황

모든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품 비즈니스 SOLTION I 상품위탁 I  재고리스크를 줄이고 판매회전율을 높이는 상품위탁 서비스

명품
오픈마켓
20여곳

셀러
판매채널

오프라인
매장

상품위탁

Seller

SNS 자사몰 카페

라이브
방송

블로그 폐쇄몰

셀러가 보유한 재고를 위탁받아 매장 및 회원사 판매망을 통해 함께 판매됩니다.
직접 판매시에는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뢰확보

고객에게 어떠한 신뢰를 주고 있나요? 

명품은 신뢰 없인 판매도 없습니다.

검품사진/영상이 포함된 

국내최초 실물기반 디지털 품질보증서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한 럭스레이 매치스럭스에만 있습니다.

# 검품영상 - 보테가베네타 196207 와인컬러 

명품 비즈니스 SOLTION 럭스레이 I  국내유일 디지털 품질보증서 제공 



명품 비즈니스 SOLTION 별도서비스

상품 컨텐츠 제공

매치스럭스가 보유한 명품 사진 및 영상을 제공.

마음껏 편집하여 사용 가능

매치스럭스 아카데미 (명품사업 교육)

명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A to Z를 

플랫폼 운영진이 직접 교육 및 컨설팅

“저작권에서 자유로워 지세요” “수십억 매출의 운영진이 직접 교육”



 회원사의 이용후기

매치스럭스를 만나고 발주가 편해졌어요

매번 엑셀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발주하고, 송금하며 결제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매치스럭스 도매몰 에서 한번에 되네요. 

실수도 줄어들고 업무량도 줄어들었어요.

웨O / 왕은O 셀러

재고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1년내내 팔지 못해서 악성재고가 되었던 상품들을 매치스럭스에 

위탁을 맡기니, 국내 편집샵 매장 및 타 셀러에 의해 쉽게 팔리네요. 

바이OO / 이채O 셀러 

판매데이터 기반 브랜드별 판매순위 리스트 대박이에요

명품에 대해 잘몰라서, 어떤상품을 사야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커뮤니티를 찾아가며 인기상품이 뭔지 찾았었는데…

이제는 판매순위 리스트가 있으니, 사입선택이 쉬워졌어요

올라O / 김선O 셀러

디지털 품질보증서 발행으로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상품배송과 더불어 카톡으로 고객에게 직접 검품영상과 함께 

디지털품질보증서를 발행해주시니,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고마워 하네요! 

로열OO / 김다O 셀러

귀찮았던 업무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매번 상품촬영부터 등록까지 직접했는데, 매치스럭스에서는 

상품페이지를 스마트스토어 및 명품플랫폼에 쉽게 연동할 수 있어서 

콘텐츠 제작 및 상품관리 업무에서 벗어났어요!

0888컴OO / 박성O 셀러

판매상품이 많아져 매출이 올라갔어요!

부족한 자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했는데, 

매치스럭스에서 해외상품 및 국내 위탁 판매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서 매출이 덩달아 올라갔어요!

블랑O / 이정O 셀러



40만개 판매데이터 기반
브랜드 상품순위 200리스트 및 상품분석 솔루션 제공

없음명품전용

상품분석 솔루션

 타업체와 서비스 비교 01

매치스럭스서비스 내용 비교 타 공급업체

디지털 거래방식의 도매 플랫폼 운영 대부분 없으며, 이메일/엑셀 위주 아날로그 거래방식명품 도매몰 운영

구매대행 (약20만개) / 국내위탁판매 (700여개) 대부분 없으며, 있어도 1만개 이하무재고 판매가능 상품수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1~2개월후 부가세환급/텍스리펀으로 페이백구매대행 진행 방식

롤렉스를 포함한 에.루.샤 공급 진행
4개국에서 명품아울렛 상품 공급진행
부티크 / 벤더 도매 진행

대부분 1~2 공급망만 한정적 제공 명품공급망

(하이엔드, 정매장,

아울렛, 부티크) 

글로벌 1위 파페치와 도매 직거래

10여곳 벤더급 부티크와 거래

미니멈 주문 1천만원 이상

믹스오더 다수 (비인기상품 같이 사야하는 조건)

부티크 도매 (병행수입)

매치스럭스는 명품에 특화된 서비스 입니다



 타업체와 서비스 비교 02

명품사업 A TO Z 까지 아낌없이 공개한 
전자책 132PAGE  5만원에 제공

없음명품사업 전자책 제공

현지바잉/구매대행/병행수입/판매등 8년간 명품 사업
전과정을 경험하고 현재 명품사업 중인 전문가가 교육

직접 판매 경험 없는 업체 다수

교육비 300만원 이상 
교육

8,000건 이상의 상품 직촬사진 제공 없음직접촬영 상품사진 제공

매치스럭스서비스 내용 비교 타 공급업체

구매대행 상품은 검품사진, 
국내위탁상품은 검품 영상으로 제공

없음검품사진/영상

현물과 매칭된 디지털 품질보증서로 
셀러 신뢰도 및 안전성 확보

없음디지털 품질보증서

전국 7여곳 명품 편집샵 매장에서
위탁판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없음매장형 풀필먼트

최대 30만개 상품연동 가능
스마트스토어, 명품플랫폼 3사, 자사몰 연동 가능

대부분 불가하며 

1만개 이하 (등록만 되고 재고관리 불가)
상품연동 서비스

매치스럭스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멤버쉽 서비스 내용 / 이용료

부티크 
도매 주문

현지 바잉

주문

구매대행상품 이용

국내위탁상품 이용

부티크 최소 도매주문 금액(리스트별 상이)

부티크 상품 배정 선순위

아울레 상품 바잉

에루샤 상품 바잉

정매장 상품 바잉

최대4%할인

▶ 결제혜택가 4%

x

600만원 이상

4순위

x

x

x

최대 8%할인

▶ 회원가 4%

▶ 결제혜택가 4%

x

400만원 이상

3순위

x

x

x

최대 9.5%할인

▶ 회원가 5%

▶ 결제혜택가 4%

▶ 적립금 0.5%

최대 9.5%할인

▶ 회원가 5%

▶ 결제혜택가 4%

▶ 적립금 0.5%

150만원 이상

2순위

현지가 5%할인

별도표기

현지가 8%할인

최대 11%할인

▶ 회원가 6%

▶ 결제혜택가 4%

▶ 적립금 1%

최대 11%할인

▶ 회원가 6%

▶ 결제혜택가 4%

▶ 적립금 1%

2개이상

1순위

현지가 7%할인

별도표기

현지가 9%할인

구분 구독

30일 (기본 단위)

90일 (10% 할인)

180일 (20% 할인)

360일 (40% 할인)

라이트

무료

₩100,000

₩270,000

₩480,000

₩720,000

₩200,000

₩540,000

₩960,000

₩1,440,000

₩300,000

₩810,000

₩1,440,000

₩2,160,000

베이직 프리미엄 VIP

멤버쉽

구분 내용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VIP

도매몰 
회원할인가



 지원 서비스
내용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럭스레이 디지털품질보증서 발행

매장 풀필먼트(재고/판매 위탁)

통합관리자 페이지 제공

원포인트 레슨 상시 참여권

직촬 사진제공 (1만장 이상)

정가품 소명 자료지원

브랜드별 판매순위 200리스트

O

O

O

전자책 구매시 1회만 가능

X

X

X

O

O

O

O

X

X

X

O

O

O

O

O

O

O

 부가 서비스
자사몰 구축 및 상품연동

▶ 1일 3건 분석 무료 

▶ 무제한 이용 : 10만원/월 (VIP 무료 제공)

•매치스럭스 상품등록 / 재고 업데이트 관리자 페이지 제공     

•실시간 국내 상품 데이터 제공: 10만원/월

•머스트잇/발란/트렌비 외 20여곳 이상 연결가능

•쇼핑몰 통합관리  '이씨모니터' 서비스 사용은 필수 (해당업체에 직접문의)

스마트스토어 상품연동 (프리미엄 멤버쉽 이상)

                

VIP

O

O

O

O

O

O

O

O(무제한)럭스스캔 상품분석 솔루션

명품플랫폼 국내상품연동 (프리미엄 멤버쉽 이상)

•초기세팅비 : 3만원

•분류별 해외 상품연동 : 상품당 100원 (브랜드/카테고리 선택 가능)

•선택형 및 국내상품 연동 : 상품당 500원 

 ▶ ▶  5,000개 이상 대량 업로드시 20%할인 적용

•110만원(기본템플릿 기준)

•상품연동 세팅: 330만원

•이용료: 30만원/월

▶ ▶  패키지 할인은 별도 문의



 매치스럭스 인프라

20만개

판매가능 상품수

(구매대행 + 국내 위탁 판매)

5억원 상당

국내 위탁 재고

12,000개

상품직촬사진

800명

누적회원

막강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회사소개

상호

설립일

주소

대표자

이메일

홈페이지

판매자센터

카카오톡상담

주식회사 이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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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수명로 31 301호

유성목

eccla.inc@gmail.com

matcheslux.com

070-8095-3788

매치스럭스

프랑스 지사

BULLANSEO SAS
128 Rue La Boetie, 75008 Paris, France

영국 지사

LONDONTOC LIMITED
Unit 7 Airlinks Industrial Estate, Spitfire Way
Hounslow, Middlesex

가장 진화된 명품B2B 플랫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