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화물운송의 모든 것, 로지스퀘어



로지스퀘어, 들어보셨나요?





1,200억 원

연간 매출액

60,000건

월간 운송건수

50,000,000톤

월간 운송물량

95%

직접 배차율

실행능력과 디지털 솔루션을 모두 갖춘 운송물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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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배차된 차량을 한 줄로 세우면 그 길이는 무려 5,700km 

서울 « » 부산 7회나 왕복하는 거리 
(경부고속도로 왕복 800km)



꾸준히 운송물류에 투자하는 회사(since 1985)

대한민국 내수ㆍ수출입 운송물류 1위 회사



우리의 고객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전화에 의존하는 업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오더 누락, 
불확실한 정보, 쉴새없이 통화중인 담당자, 언제 알려줄지 모르는 정보

보관이 불편한 종이 인수증 및 서류



운송료 지급방식 및 운송회사의 불안정한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현금 지급방식 이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운송회사에  지급한 운송비는 차주들에게 문제없이 전달 되는지?



로지스퀘어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카고매니저TM 사용과 SYSTEM 연동으로 해결

: 통합운송 관리 시스템(TMS)

전화감소 및 실시간 확인, 쉬운 등록

Features

오더 정보, 배차 정보 관리

실시간 오더 진행 상황 모니터링

정보망 연동 오더 등록 및 내역 조회

차량 수배/배차 엔진을 통한 최적 배차 솔루션 제공

운송 프로세스 및 특이사항 실시간 푸쉬 알림

고객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매출/매입 마감 및 정산 업무 지원



고객 SYSTEM 연동으로 해결

SYSTEM 연동: 쉬운 오더 전달, 중복업무 감소

외부정보망



고객 SYSTEM 연동으로 해결

API | ERP | FTP API | ERP | FTP

연동내용 연동방식

실시간 오더 등록

실시간 배송차량 배정 정보 전송

차량 위치 정보 전송

인수증 파일 전송

오더 내역 전송

Rest API(Http/Https)

Socket(TCP/IP)

FTP



비대면 & 페이퍼리스

Features

로지스퀘어 드라이버™ / 정보망 연동을 통한 GPS 위치관제

전자인수증과 상하차 사진 전송

위수탁 전자 세금 계산서 간편 발행

알림톡을 통한 오더/결제 정보 자동 전송

홈텍스 연동을 통한 전자 세금 계산서 정보 수집

사업자 유효 확인 (정상/폐업/휴업)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음)

사용중인 ERP, TMS, WMS 와의 연동

카고페이™ 플랫폼으로 간편한 운송료 결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송주문

배정 차량, 인수증, 운송내역서, 청구서, 계산서 앱으로 확인

비대면 & 페이퍼리스 
솔루션 제공



로지스퀘어 드라이버TM

Features

TMS(카고매니저) 연동, 오더정보 자동 발송

 상ㆍ하차지 정보 확인

 화물 특이사항 정보 확인

 앱 사용자(차주) GPS 위치관제

 상ㆍ하차 단계별 인수 증빙자료 웹 전송

 인수자 서명/사진자료 전송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로지스퀘어 드라이버TM 운영



차량 배정 솔루션 운영

자동 차량배정 솔루션 스마트 차량 배정

배차누락 0%

카고매니저™에 입력 후 클릭 한번으로 

정보망에 간편 화물 등록

카고매니저™를 통해 차량 위치 확인

(정보망의 차량 관제 기능 연동)

운임분석, 최적 운송료

카고매니저™에 등록된 운송 데이터 분석 

고객사별, 노선별, 톤수별 분석

동일 오더의 최저/최고/최빈 운임 간편 확인

스마트 견적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 운송료 산출



빠른입금

232,800원

MR   FELIX   LEVAN

일반입금

240,000원

MR   FELIX   LEVAN

신용카드

236,400원

MR   FELIX   LEVAN

마일리지

241,200원

MR   FELIX   LEVAN

카고페이TM 솔루션 제공

화물운송료 페이먼트 플랫폼 카고페이를 통해 운송료를 안정적으로 정산/송금하고 있으며    
타 운송사 대비 약 25일을 앞당겨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5분 이내 입금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카고페이에 적립운송사의 송금예정일에 입금

빠른입금

(기사용)

간편결제

(고객용)

운송 후 48시간 이내 운송료 지급

기사 혜택

자금유동성 확보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 지원

현금 결제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통합 관리

전용 계좌를 통한 일괄 송금



로지스퀘어는 다릅니다



로지스퀘어는 다릅니다

파워풀한 실행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직관적인 디지털 솔루션은 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열악한 운송물류시장 가운데 차별화된 로지스퀘어의 자부심 입니다.

기존 전통 운송회사

IT 컨설팅 위주의 운송회사

취약한 재무구조의 운송회사

Excellent

Not Good

Bad

Worst

실행능력 O 디지털 솔루션 O

실행능력 O 디지털 솔루션 X

실행능력 X 디지털 솔루션 O

실행능력 X 디지털 솔루션 X



로지스퀘어는 다릅니다

데이터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을 도입하더라도 주어진 데이터의 신

뢰성이 없다면 그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값 

또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신뢰성 있

는 데이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지스퀘어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

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퀘어는 다릅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로지스퀘어는 37년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께서 이를 근거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은 정말 다양해요.” 

“그 만큼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도 전국 방방곡곡에 골고루 퍼져 있죠. 

로지스퀘어는 전국 어느 곳이던지 서비스 품질이 다르지 않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글로벌 포워딩사 A사



“아직도 전화로 업무 하는 회사가 많은가 봐요? 

안 써본 고객은 있어도 한번만 쓴 고객은 없을 껄요. 하하.”

“카고매니저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제가 전화로만 어떻게 일했나 싶어요. 

지금은 제가 나서서 신입 직원들에게 카고매니저 사용방법을 가르칩니다.”

글로벌 포워딩사 B사



“올 해 운송효율성 제고를 우리 팀의 실행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난감했거든요.”

“로지스퀘어에서 차량별 적재율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분석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집중적으로 관리 하면서 점점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께 칭찬 받았어요.”

국내 면세업체 C사



“ERP 연동, 어려운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던데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복잡하고 제가 귀찮은 일을 더 처리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이미 익숙한 그룹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은 크게 줄었죠. 

일이 많아 바쁘신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고 싶네요.”

국내 최대 안전용품 제조업체 D사



“많기도 하지만 차량관리가 어려웠는데 한방에 해결해 주셔서… 

진짜 감당 안됐었는데 덕분에 안정화되고 일이 많이 편해졌어요.”

“또, 시스템 연동을 제안해 주시니 이게 완성되면 얼마나 더 일이 편해질까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국내 대형 커피 유통사 E사



이런 이유로 로지스퀘어를 선택합니다



비용이 줄어듭니다
로지스퀘어를 통해서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량수급 능력과 차량배정 노하우, 적재율 관리 및 차량배정업무 대행으로 운송비와 

인건비 등 눈에 보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HUB & SPOKE 방식, CONSOLE 프로그램, 

연계 운송 및 오더 프로세스 개선으로 미처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HUB&SPOKE  #CONSOLE  #적재율관리  

#배차노하우  #오더프로세스  #시간절약



일이 줄어듭니다

90%

로지스퀘어 카고매니저™를 통해서 반복적인 전화업무와 복잡한 행정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로지스퀘어 드라이버™를 통해서 매일 발생하는 주문접수 및 차량위치 확인, 기사정보 확인 등 각종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드려 

반복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증, 거래명세서 및 계약 유류비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고매니저  #로지스퀘어 드라이버  #차량위치확인  

#주문접수  #인수증  #페이퍼리스

전화업무 감소



일이 줄어듭니다

70%

API ERP FTP 및 WMS TMS 연동을 통해 실무담당자의 반복적인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로지스퀘어는 이미 다양한 방식(Rest API(Http/Https), Socket(TCP/IP), FTP 등)의 시스템 연동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오더누락, 정보전달 오류, 정보전달 지연 등)은 상호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전송을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API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동  

#실시간전송  #정확성  #안정성  #효율성

행정업무 감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로지스퀘어는 1985년 창사이래 지금까지 30년 이상 차량운영, 직접배차 등 실제 운송물류 현장에

서의 실행능력을 바탕으로 Carrier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운송경험과 노하우를 장점으로 삼아 1,000여곳의 고객사와 더불어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지스퀘어의 실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능력  #직접배차  #노하우  #Carrier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로지스퀘어는 핵심운송 주체인 차량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한가족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모바일 솔루션인 빠른입금™ 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빠른입금™은 차량기사에게 제공되는 혜택임과 동시에 ‘운송비지급 불이행’에 따른 고객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기사 pool이 확보되어 원활한  차량수급과 맞춤형 운영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카고페이™  #빠른입금™  #재무안정성   #기사POOL  #확실한 송금일정

12,000건 24억 원
빠른입금™ 월 지급건수 빠른입금™ 월 지급액



운송 물류가 보입니다

운송물류 과정 중 축적되는 운송 데이터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로지스퀘어 카고매니저™를 통해 까다롭게 느껴지던 운송물류 분야의 운송 데이터와 

운송관리지표 및 분석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로지스퀘어 카고매니저™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수 있습니다.

#적재율   #회전율   #원가율   #정시성   

#물동량  #투입차량대수   #주문량   #리포트



로지스퀘어가 드리는 약속



든든한 디지털 운송물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퀘어” 는 회사명보다 실행능력으로 더 유명한 운송물류 기업입니다.

디지털 화물운송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제성 효율성 신뢰성 가시성 

4가지 핵심적 요소로부터의 혁신을 제공 합니다.

중소기업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에 30여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든든한 디지털 운송물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운송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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