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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Fast To Dreams
당신의 꿈을 지지합니다



“고정비�감소와�매출�증대, 업무�효율성�증대�효과까지�있었습니다.” 
인건비, CS 담당자, 창고�임대료까지�최소�월 �~���만원�정도의�비용이�줄어든거죠. 

정확히�당일 �시에�출고된다고�기재할�수�있으니�취소나�반품도�거의�없어졌고 
매출도�증가했어요. 주문�수집, 택배�포장�같은�업무가 �~�시간�줄어드니까

출퇴근�시간을 �� to �로�바꿀�수�있었어요. 
‒ 수입미술용품업체 I사

고객�만족도로�증명한�파스토의�가치
이미�수많은�고객분들이

파스토의�편리한�시스템과�신뢰할�수�있는�서비스에�만족하고�계십니다.

파스토�유튜브 QR코드
더�생생한�고객�후기를�만나보세요.

“가격도�합리적이고
스마트스토어와�자동연동

되는�것도�참�편리하고�좋네요.”
- 수입카페용품업체 J사

“물류에�신경쓰지
않아도  돼서�너무�좋아요.”

- 건강식품판매업체 B사

“사방넷�연동, 자동�주문�수집으로�인해
손으로�하던�작업이�줄어�효율성이�좋아졌습니다!”

- 유통/브랜딩�스타트업 M사

“당일�출고가�매출�확대로�이어져�가장�만족스럽고,
배송�누락이�발생하지�않아 CS처리가�줄었어요!”

- 바이오헬스케어업체 H사



www.fassto.ai

ABOUT 파스토

FASSTO는 
물류에 IT, 로봇을 더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디에도 없었던 풀필먼트 서비스를 만들어갑니다.

파스토는 온라인 판매자가 물류, 배송만큼은 신경 쓰지 않고 
판매에만 집중할�수�있도록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배송 정확도 99.99%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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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센터 오픈

자체 개발 FMS 시스템 오픈(특허�보유)

안성센터 오픈

기업부설 R&D연구소 설립

One-Stop 온라인 물류 플랫폼 오픈 

평택센터 오픈

사방넷/고도몰/신세계아이앤씨 제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동주문연동서비스> 오픈

고도몰 <자동주문연동서비스> 오픈

시리즈A 투자 유치(네이버,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혁신성장지원기업 선정

안산/백암/광주/부산센터 오픈

우수창업기업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샵링커 <자동주문연동서비스> 오픈

Pre-시리즈B 투자유치 (SK D&D, 신한벤처투자)

FASSTO로 새롭게 도약

친환경 패키지, 원데이 배송 서비스 론칭

모바일 APP 론칭 / FMS 해외�배송 연동 예정

용인센터(냉장/냉동상품) 오픈, 해외 배송 풀필먼트 서비스 예정

Since 
2018



상품 입고부터 검수, 재고관리, 피킹, 배송, 반품까지
전 과정을 FASSTO가 대신해 드립니다.

www.fassto.ai

올인원�서비스

상품�전달로�모든�업무�끝!

신청�후, 센터에�상품만�보내면�끝!

고객님은�이것만!
입고

피킹

배송

보관

포장/유통가공

파스토�업무�과정 

복잡한�서비스�안녕
한�건이라도�쉽고�간편하게

최소�물량 No
단 �건이라도�가능합니다.

서비스�계약서 No
가입하고�바로�이용하세요.

보증금 No
신용카드만�등록하세요.

기본요금 No
쓴�만큼�결제하세요.



주문�연동 / 자동�출고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고도몰, 사방넷, 샵링커, 아임웹 등
제휴�전자상거래�플랫폼�이용시 <자동주문연동서비스> 무료�제공 

www.fassto.ai

쇼핑몰�자동�출고�서비스

더�길어지는 ＇당일출고＇ 주문�수집
파스토�제휴�플랫폼에서는 ��시 ＇당일출고＇ 주문�마감. 
추후 ��시까지�단계적�확대�예정

FASSTO 당일�출고
마감시간

6pm

스마트스토어

고도몰

사방넷

샵링커

아임웹



특허�보유 FMS
재고, 출고, 비용�현황을�한�눈에�파악,
세련된 UX/UI로�물류�업무가�더�쉽고�즐거워집니다.
(*FMS: 정기적으로�업그레이드되는�파스토의�특허�보유�풀필먼트�시스템)

Fulfillment Management System

www.fassto.ai

FMS 모바일 APP 출시 (’�� �월�출시�예정) 

언제�어디서든�원할�때마다�물류�현황을
손쉽게�조회할�수�있습니다.



물류�전�과정�시스템화
입고부터�출고까지�전�과정을�시스템화하여
휴먼에러�최소화�및�배송�정확도 ��.��% 실현 (����년�전체�평균�기준)

www.fassto.ai

배송 정확도 99.99%의 비밀

판촉물�하나까지�바코드�관리로
배송�정확도 ��.��% 실현
*����년�오배송률�평균�기준

유통기한�관리로�선입선출�및
특정�일자�제품�출고�가능

DAS, DPS, 물류�로봇�등
지속적인�자동화�설비�구축

판매�추이에�따른
효율적인�재고�관리,

안전�재고�알림톡�제공



전국 �개�센터�운영, ��년 �월 �.�만평�규모의 
용인센터�오픈을�시작으로�상온/냉장/냉동 
제품을�모두�취급하며�해외�풀필먼트�서비스까지 
제공�예정입니다.

국내�센터

FASSTO 동탄센터
FASSTO 안산센터
FASSTO 평택센터
FASSTO 용인센터(냉장/냉동)
FASSTO 백암센터
FASSTO 안성센터
FASSTO 광주(호남) 센터
FASSTO 부산센터

오픈�예정�센터

파스토�센터

글로벌�센터(오픈�예정)

FASSTO LA센터
FASSTO 호치민센터
FASSTO 도쿄센터

고객 문의 (평일 09시~18시) 1566-3033

팩스 02-6005-0990 

서비스 이용 문의 sales@fassto.ai

제휴 문의 partnership@fassto.ai 

www.fassto.ai 파스토�홈페이지 QR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