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Global Independent Distributor
 For IT Hardware

www.mytrademaster.com



      국내 최대 중고 서버/네트워크 장비 전문 서비스 회사!

2개의 해외지사, 전세계 1천여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네트워크! 

                1천2백 만불 수출 달성!

MTM

NETWORK

SERVER

STORAGE

네트워크(New/Used)

서버장비(New/Used)
IBM Server (xSeries, pSeries)
SUN Server(Sun fire Series, Sun X4000 Series)
HP Server(DL/ML Series, RX/RP series)

스토리지 (New/Used)
EMC, Hitachi, NetApp

BLACKPANTONE
207C

PANTONE
431C



Mytrademaster는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중고 서버/네트워크  장비 서비스 업체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저희 MTM은 신품과 중고를 포함하여 상시 50억에 상당하는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장비를 보유하고 있

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고 구매 시 신품 대비 50~80% 저

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신품 역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빠른 납기와 실 재고 운영
MTM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적시에(Just in time) 공급할 수 있도록 상품재고를 종류별로 유지하

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캐나다 해외지사 및 자체 운영하고 있는 Tradebin.com(B2B Online Marketplace) 

을 통해 양질의 제품은 물론 단종된 제품(End Of Sales Product)까지도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함으로써 경

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표준 품질 관리 인증 획득- ISO 14001/9001
입고된 중고장비를 부품 별로 분류하고,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철저히 테스트하여 최상의 제품 상태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국제표준의 ISO9001 품질인증과 ISO14001 환경인증을 획득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MTM 기술 연구소 는 끊임없이 시스템효율

성 개선 및 고객의 IT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TM 유지보수 서비스(M-Sure)
고객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MTM 자체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MSure

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개합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유지

보수팀은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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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M은 네트워크 및 서버 유지보수,임대 전문 업체로서 

오랜 현장 경험과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Optimal solution)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1  장비 매입, 판매 서비스
MTM은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품/ 중고 장비 판매 및 유휴 장비 매입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HP, SUN, IBM. CISCO, JUNIPER 등 유명 밴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드립니다. 
또한 유휴 장비를 매입하여 재 가공을 통해 환경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제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숙련된 엔지니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아무 문제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비 매입 및 판매
서비스 

장비
임대 및 리스 유지보수

MTM BUSINESS
MTM



3  장비임대 및 리스

2  유지보수(M-Sure)

백업 시스템

임대   |   1년 이내의 단기 서비스,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음

리스   |    1년 이상의 장기 서비스, 소유권은 리스이용자가 선택

임대 대상   |   시스템 이전, BMT, 사내교육, 전시회, DEMO, 장비 장애시 대체용 등등 1년 이내의 단기간 사용자

임대 장점   |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사용하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보다는 저렴하게 임대하여 업무

리스 대상   |   초기 고가의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1년 이상 사용할 사용자. 

리스 장점   |   장기적으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음

* 고객이 원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리스 또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품은 물론 거의 모든 중고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어 납기(리드타임) 걱정 없이 바로 임대 및 리스가 가능 합니다.

고객의 시스템 및 부대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MTM 자체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M-Sure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전개합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중고장비 보유업체로 M-sure 외에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정기점검을 포함한 기술지원 서비스, 

나아가 통합유지보수까지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 최적화 된 유지보수 방안을 수립하고 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모든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품을 항상 비치하여 무정전, 무절체 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국내 최고의 파트 공급 회사로 중고, 단종 부품을 해외 여러 채널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안정적으로 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응급 복구 서비스, 정기 점검 서비스, 담당자 지정 서비스, RMA 서비스, 파트 공급 

지원 대상: Server, Network 장비, 각종 소프트웨어(OS, 데이터 베이스, 미들 웨어 등)

테스트 시스템

MTM은 Real 시스템과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개발환경은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과 같은 개발 환경은 프로젝트 납기 및 성패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개발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Standby 서버 백업 시스템 백업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중화
(백업 네트워크)

OS 버전, 
CPU Clock, HDD Test서버판매 / 임대 BMT를 위한 TEST 서버 프로젝트 개발 서버 

유지보수 대상장비를 선정, MTM에서 모든 대상장비에 대한 백업장비를 보유, 

장애 발생 시 계약된 시간 이내에 장비를 공급하는 일종의 RMA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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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TM

매출현황 / Sales Figure

고객구성 / Customer Status 

구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예상

매출액 2,960,577 3,977,965 12,255,281 25,000,000

매출이익        848,686 812,146 2,047,019 4,618,000

순이익 72,488 130,423 795,631 2,439,000

수익율 2.4% 3.3% 6.5% 9.8%

Country KR US JP CN GB HK CA DK DE Others Total

# of Company 712 569 123 55 35 32 18 16 13 105 1,678 

25,000,000     -

20,000,000     -

15,000,000     -

10,000,000     -

 5,000,000     -

FY 2007 FY 2008 FY 2009 FY 2010

MTM은 지금까지 41개국 1,678 회사와 거래를 해왔으며, 거래회사들은 주로 컴퓨터 리셀러, 컴퓨터 총판, 
Vendors, SI 사업자, ISP,  End user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출액

매출이익

Net Profit 

(단위/천원)

(단위/천원)

43 %
7%

6%

34 %

KR

US

JP

CN

GB

HK

CA

DK

DE

Others

COMPANYOVERVIEW
MTM



2006년 설립된 MTM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의 오랜 구매 및 판매 경험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유통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HP, CISCO, IBM, SUN등의 제품을 유통해왔으며 이러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2010년 250억 매출을 바라보고 일본과 캐나다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IT 유통업체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설립된 캐나다지사와 다국적 직원의 보유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Multi lingual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

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MTM은 Global 소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빠른 납기로 고객을 만족시켜 왔으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OMPANY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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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radebin.com 오픈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

ISO 9001/14001 인증 획득

Tradebin 서비스표 등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등록(중소기업청)

무역의날 1천만불 수출탑 수상(확정)

캐나다 지사 설립: MyTradeMaster Canada (BC00861275)

무역의날 3백만불 수출탑 수상

제2차 해외 워크샵 (사이판) 

구매대행 사이트 www.mytrademaster.co.kr 오픈

일본 사이트 www.mytrademaster.co.jp 오픈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탑 수상(한국무역협회) 

www.mytrademaster.com site 공식 오픈

㈜마이트레이드마스터닷컴 법인설립

한국무역협회 가입(KITA) (Trade Business Number : 45283550) 

MTM ERP System Open(재고 및 매출 관리)

사무실이전

벤쳐기업등록( 기술보증기금, 등록번호 : 20070201181)

MTM 기술 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등록번호:20072528)

제1회 해외 워크샵 (상하이Cebit 전시회)

일본지사 설립 : MyTradeMasterJapan(0110-01-054195)

MTM 서비스표등록(특허청, 등록번호 : 제41-0158208호)

M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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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Mytrademaster Co., Ltd. - 한국 본사
Address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906호
Tel : 82-2-6309-7300
Fax : 82-2-6309-7310 

Mytrademaster Japan Co., Ltd. - 일본 지사
Address : 1-520, 4-6-1 , Iraya, Zama-Shi, Kanagawa, 252-0024, Japan
Tel :81-50-5534-6588
Fax : 81-462-259-2678 

Mytrademaster Canada Inc. - 캐나다 지사
Address : #1003, Westwood village 1185 The high st, Coquitlam, B.C V3B 0A9 Canada
Tel : 1-778-862-9446
Fax : 1-604-565-0699 

보도자료

“ Don’t throw out that computer: Green growth through reuse.”/ 중앙데일리 2010.06.03 

“국내선 고철로 버린 PC 해외선 없어서 못팔아요”/ 한국일보 경제 2009.11.09 (월) 오후 10:03 

    [기고/10월 31일] “저탄소 녹색성장, 재활용부터 시작하자”/ 한국일보 칼럼 2009.10.30 (금) 오후 10:06 

    마이트레이드마스터닷컴, 국내 사이트 오픈 / 전자신문 IT/ 과학 2008.01.30 (수) 오전 8:51 

    IT 기기 업계 ‘녹색 바람’… 재활용으로 수출까지 / mbn 매일경제 2010.05.19(수) 오전 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