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번호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문내역 메인 화면입니다.



필요한 검색 항목 체크 후, 

설정을 저장합니다.

저장한 검색 항목 설정은

재설정 이전까지 유지됩니다.

1
1



검색 항목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주문 일련번호를 클릭하여,

주문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3

2

3



1

2

주문번호, 주문상태 및 주문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주문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킹

처리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수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정보 오기재 시, 배송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건의

배송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택배사 및 송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정보 수정 시, 

수정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4
3

4



주문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묶음배송의 경우, 동일 주문번호의

상품별 상이한 주문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문 일련번호 클릭하여, 

주문 상세 내역 확인 시, 

해당 상품이 노란 행으로 확인됩니다.

5

5



주문 건의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작성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6



주문이 발생할 경우, 오전 9-10시경

배송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는 업체정보에 등록된 업체 배송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됩니다.

1

M 무신사 파트너 앱 다운로드 이력이 존재할 경우,

알림은 앱 푸쉬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무신사의 주문 처리 프로세스는

출고요청, 출고처리중, 출고완료 단계로

구분됩니다.

출고요청 출고처리중 출고완료



배송 준비 및 송장 출력 전의 단계로, 

송장 등록은 불가합니다.

1

고객

주문 건 옵션 변경 및 취소 가능입금확인 상태 확인

출고요청 출고처리중 출고완료



배송 준비 및 송장 출력 단계입니다.

주문 시 제작되는 주문 제작상품의 경우,

제작 진행 시 출고처리중으로 변경합니다.

2

고객

주문 건 취소 불가출고처리중 상태 확인

출고요청 출고처리중 출고완료



상품이 출고되어 택배사로 인계된

상태입니다.

송장 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고객에게

상품 발송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3

고객

출고완료 상태 확인

출고요청 출고처리중 출고완료



배송출고요청 메인 화면입니다.



1
1

M 예약 배송 상품 및 지연 배송 상품의 경우,

체크 해제 후 주문 건을 검색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건을

검색합니다.



출고 진행할 주문 건 체크 후,

출고리처리중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출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주문 건은 출고처리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1

1

M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 상품 제작 진행 시

출고처리중 상태로 변경합니다.



1

배송출고처리 메인 화면입니다.



1

1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건을

검색합니다.

1



송장 번호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입력한 송장 번호 셀에서 엔터 입력 후,

입력된 송장번호를 확인합니다.

1

2

1

해당 주문 건과 택배사 선택 후, 출고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출고를 진행합니다.

주문 건에 송장 번호가 등록되며, 

주문 상태는 출고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2





다수 주문 건의 송장 번호를 등록할 경우, 

일괄 송장 번호 등록을 진행합니다.

배송출고요청 메인 화면입니다.



2
2

1

해당 주문 건을 체크한 후, 

출고처리중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출고처리를 진행합니다.

주문 건은 출고처리중 상태로 변경됩니다.

31886596

18265115

30953917

18265123

20190521658247843

20190521658247844

20190521658247842

20190521658247841

1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건을

검색합니다.



배송출고처리 메인 화면입니다.



1
1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 건을

검색합니다.



택배송장목록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목록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항목 선택 후, 배송목록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4

2
3

각 항목을 클릭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3

4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택배사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송장을

출력합니다.

5



송장 출력 후, 새로운 엑셀 문서에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A열 – 주문 일련번호

B열 – 송장번호

반드시 일치하게 입력합니다.

6

6



입력한 후, 파일을

텍스트 (탭으로 분리) (*txt)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7

7



택배송장일괄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8

택배사 선택 후,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한 송장 번호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9

9



출고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 일련번호와 송장 번호가

자동 매칭되어 송장번호가 등록되며, 

고객에게 문자가 전송됩니다.

주문 상태는 출고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10

10





검색 항목 설정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주문 일련번호를 클릭하여

주문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2

1

2



수령자 탭의 배송정보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4

3

변경할 송장 번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송장 번호가 변경됩니다.

4

M 다수 주문 건의 일괄적인 송장 번호 수정은

고객지원팀으로 요청 바랍니다.





무신사 스토어에서 발생한 교환/환불

정보를 신속하게 파트너사의

계약 택배사로 접수 신청하여 회수를

지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보다 신속한 교환/환불

처리가 가능합니다.

1

6개 택배사 이용 시 자동회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업체정보 메인 화면입니다.



업체 배송 정보의 여닫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닫기 아이콘



1

1

서비스 FAQ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FAQ 확인 후, 자동수거 서비스

등록 가이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2



택배사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택배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1

1



기본정보, 발송지 정보, 배송계약 정보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2
2



계약코드(승인번호)는 계약 대리점에서

발급받은 계약코드로, 통상 택배사 시스템

로그인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3

3



4

계약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선불)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4

5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M 최초 저장 이후,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등록한 택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6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된 택배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인증된 택배사 중 반품 택배사 선택이 가

능하며, 설정된 반품 택배사로 자동수거

지시가 요청됩니다.

사용안함 선택 시, 자동수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7

M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이용 신청 후 승인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평균 1~2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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