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3PL)대행 제안서

대원씨티에스



회사소개

회사명 : ㈜대원씨티에스/물류부문

대표자 :  하성원 / 이상호

자본금 :   25 억 원

설립일 :  1988년

직원수 :  40명(물류부문)

창고면적 : 2,600평 (40피트 컨테이너 입고가능)

주요 사업 : 보관, 택배, 쿠팡밀크런, master 작업, Noteebook 업그레이드, 서버설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220

(용산전자상가 기준 : 20KM 위치)



제2도약
기회 확보

아웃소싱

입,출고

• 인원 고용, 관리의 부담 없음(고정비 X)

• 작업품질 향상 (지게차,전담인원 운영)

• 창고관리시스템 운영 (선입,선출 운영)

보관

배송,택배

• 고정비 투자 부담 감소 (임차료)

• 제품 손망실 억제 (보안시설)

• 일별 재고 관리

• 지입차량 운영 (8대), 운송서비스 지원

• 정시 배송

• 대량 택배 발송가능(CJ/로젠)

-일 6,000건 이상

핵심
역량

물류

영업
마케팅
R&D

영업
마케팅
R&D

0

As-Is

To-Be

1. 기업 핵심역량 집중

2. 고객 서비스 향상

3. 매출 증대

4. 시장 경쟁력 강화

3PL의 편리성



WMS 시스템 운영관리

•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으로 제품 관리

• 선입, 선출 시스템 적용하여 제품을 피킹 및 출고

• 로케이션별 일일재고 관리

• 시스템 연동되는 프로그램 화면



보관료 요금 안내

• 보관료외 제품 하차비, 제품 상차비가 별도 발생합니다

• 모든 제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 출고됩니다

• 화재예방, 상품보관등 고객제품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구 분 가로(cm) 세로(cm) 높이(cm) 
보관료

(15일 기준) 

소형 30 25 20 105원

중형 40 40 50 560원

대형 60 50 60 1,260원

1파렛트 110 110 120 10,000원



택배비 요금 안내

• 택배비는 실제 발생 비용분만을 청구하며, 택배사 자료를 제공합니다, 

• 택배 작업료는 택배포장 유형에 따라 별도 청구합니다 (300원~ )

• CJ택배 이용시 반품, 반송은 고객사로 직접 입고되어 관리가 더욱 편리합니다

CJ택배 로젠택배 택배비

80cm 이하

발생요금
(택배사 원장 제공)

100cm이하

120cm이하

160cm이하



부가 서비스 요금 안내

항 목 작업내용 금액(VAT별도)

포장 작업

기본포장 300원

합포장(상품+추가구성품) 100원

스티커라벨부착 50원

출고 시리얼작업 100원

택배박스 실비청구

에어캡(완충재) 실비청구

업그레이드 작업

메모리 장착 3,000원

SSD 장착 3,000원

MASTER 작업 4,000원

쿠팡 밀크런

대행 작업료
(파렛트+작업료+자재비+상차료)

13,000원

라벨지 부착 100원

• 택배박스와 에어캡은 고객사가 제공 가능하며, 위탁시 사용분에 대해서 청구합니다

• 합포장은 상품+추가구성품 포장시 적용합니다

• 쿠팡 밀크런 – 파렛트 보관부터 포장 작업, 지점 납품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운송 서비스 안내

용산운행 차량 : 1톤 용달 (35,000원, 2파렛트) , 지입차 운행(15,000원, 소형제품만 가능)

배송시간 : 1시간 내외 (김포물류센터-용산 기준) 

지입차운행횟수 : 일 4회

오전 배송 서비스

지정시간대 배송신청 서비스

파렛트회수 서비스 (제품 하차시)

지방차배차, 배송 서비스

제품 픽업 서비스



감사합니다

대원씨티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