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Role
지속적인 조달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조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조달/
Sourcing지역의 다변화 및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의 창출 및 Total Transaction Cost를 절감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 합니다.
공급선관리
B/S 및 A/S 지원
• 설계 및 디자인 지원
• 대안자재 등 VE 제안
• 하자 최단기간 처리

• Sourcing & Line-Up
• 주요품목 주력사 관리
• 공급선 평가
• 하자관련 공급선 관리

품질관리
• 원부자재 통합 조달
• 설치성자재의 시공 표준화
• 해외 검수, 중간검수 강화

납기관리
• 선행 납기관리
• 시황자재 사전 확보
• 설치성 자재 공정관리

총비용관리
• 설계, 자재, 시공, 사후관리 등
• 공정 전과정의 통합 원가관리

Business Area
건자재구매
품목별, 고객별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가격 인하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대응, 통합 구매, 유통경로 개선, 자재표준화 등 구매업무의
효율화를 통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실현.
설치성자재 시공관리
설치성 자재의 생산 및 설치, 하자관리 등 조달 全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자발생요인 원천 제거하며 지속적 표준화로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원부자재구매대행
특판권, 대리점권 및 Scale Merit을 활용하여 제조사의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
되는 고품질 원부자재를 저가에 공급하여 실질적인 납품 가격 인하 유도 및
품질수준을 확보.
Global Network
해외 우수자재 및 우량거래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고객사의 품질경쟁력 제고, 차별화 전략 제고 등 총구매 비용을 절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테라타워 B동 1119~1122호)
TEL. +82-2-3708-5500 FAX. +82-2-3708-5539~40
www.matpla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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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Matplaza는 수년간 축적된 구매혁신 경험과
조달 Know-How, Global Sourcing Network를 기반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건자재 조달 전문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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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t e r i a l s + P l a z a ]

아이마켓코리아 매트프라자 부문에서
출발한 건설자재 조달전문회사
연간 3,380개 품목, 약 6만여 규격
1조 2천억 규모의 전세계 21개국
약 60여 회사와 독점 수입 및 조달 경험 보유

국내 유일의 글로벌 건설자재 조달,
시공관리 회사를 지향하는 MATPLAZA

Procurement, Global Sourcing
조달 및 시공관리 전문인력과 System 보유

www.matplaza.com
www.facebook.com/gw.matplaz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