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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어박스! 언제이용하나요?

사업하시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의 불편함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저희 아임유어박스가 있습니다!!

물품이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서 저희 아임유어박스가 사장님의 파트너가되어드립니다.

제품을 만들긴 했는데…. 어디에 보관하지? 내 물품들의 재고 관리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지?

물품은 계속 채워지고 빠져나가는데,

전산관리는 뭘로 해야하지?

물건을 팔다 보니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택배포장

하는 데에 쓰고 있는데, 시간을 줄일 순 없을까?



아임유어박스란?

이미 많은 사장님들께서 아임유어박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ㅠㅠ

판매자 소비자

제품생산 상품소싱 상품등록 상품보관 주문전달 상품포장 상품가공 송장전송 반품교환 CS처리 재고관리 제품유통 마케팅판매

아임유어박스서비스

상품등록 상품보관 주문수집 상품가공 상품포장

“이 모든걸 아임유어박스가 해결!”



아임유어박스서비스

물류의 모든 것

상품의 보관부터 입고 및 출고까지 물류의 모든 것을
해결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의 물류 전문가 컨설팅

130여명의 물류 전문가와 10년 이상의 물류 전문가가 있는
아임유어박스에서는궁금하신 모든 부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화 된 입출고 & 재고관리

재고관리에 특화된 WMS 시스템을 통해 입출고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해 보세요

해외물류 서비스

아임유어박스에서는해외물류에 대한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포장과 임가공

바코드, 태그 부착에서 상품의 포장까지 소비자에게 완성품
으로 전달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책임져드립니다

안전한 출고와 배송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꼼꼼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출고와 배송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단순물류대행과아임유어박스의풀필먼트

인력의 외주화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실시간 대응에

취약

풀필먼트 (Fulfillment : 물류대행)

단순 물류 대행의 문제

단순히 재고를 쌓아두는

보관의 형태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관련없이 창고에 혼재

일반 소비자가 다루기

어려운 전산 시스템 및

관리Tool

재포장, 임가공 등의

프로세스 부족, 종류의

다양성 X

물류 전문가가 있어

전문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함

제품의 보관 및 품질관리,

라벨링, 바코드 처리, 

재고관리까지 가능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품별 특징에 유의하여

창고에 보관

다루기 쉬운 전산 시스템

및 관리Tool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피킹

및 포장 등의 프로세스가

구축



아임유어박스프로세스

상담 견적 입고&보관계약

재고관리 주문관리 포장&임가공 출고&배송

챗봇과 방문을 통한
상담 진행

온라인 견적과
오프라인 방문견적

정확한 견적을 통한
계약진행

상품의 입고 및
보관

WMS를 통한 실시간
재고관리

온라인 판매 및
입출고 대응

상품화에 필요한
모든 포장 및 가공 제공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까지 확실한 책임



아임유어박스온라인견적

“내 물품의 견적은 어떻게 내야하지?”

맡기시려는 물품의 항목을 골라 적으신 후,

보관과 입출고, 부가적인 패키징과 임가공 항목을 선택 해 주세요

챗봇으로 쉽고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견적내기완료!!



아임유어박스차별성

대기업 수준의 물류대응 보유 인프라

10년 이상의 전문가 다양한 제품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 해 온 경험으로 물류서비스를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8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별 보관과 임가공 등 특성에 맞게 물류를 대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있어 모든 부분을 10년 이상 담당한 이력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의류, 화장품 등의 소형제품들부터 특대형의 제품들까지
종류를 불문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고객님 및 상품에 맞는 물류를 제공합니다



아임유어박스장점

아임유어박스는 일 최소 1500개가 넘는 박스단위의 입출고가 이루어 집니다.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사장님의 입출고를 책임집니다.

아임유어박스가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는 5,000가지가 넘습니다. 식품에서

부터 의류, 가구까지 다양한 물품의 특성을 통해 최적의 물류를 제공합니다.

아임유어박스는 120개가 넘는 고객사의 파트너 입니다. 고객사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대처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아임유어박스가 물류를 진행하는 전국 창고의 평수는 6,000평이 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적의 물류 대행이 가능합니다.

4-5000개
BOX

120개
고객사

5,000가지
여가지 종류

6,000평
소상공인 전문 물류센터



아임유어박스,비교해보셨나요?

업력 : 5년

물류전문가 : 23명

전국 창고 운영 : 1개 지점 창고

업력 : 5년

물류전문가 : 14명

전국 창고 운영 : 1개 지점 창고

업력 : 6년

물류전문가 : 34명

전국 창고 운영 : 2개 지점 창고

C사

A사

B사



① 모든 프로세스 전담

아임유어박스,비교해보셨나요?

모든 프로세스 전담

신속한 대응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명확한 책임소지

직접 물류 컨트롤
직접 대응
서비스

타사 물류대행 서비스간접 대응
서비스

프로세스 외주화

느린 대응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책임소지에 따른 분쟁

간접 물류 컨트롤

저희 아임유어박스에서는대기업 수준의 물류대행이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

직접 운영

Problem

Solution



전국창고지점

엘칸토

아디다스센터

코웨이유구센터

덕평 / 매곡센터

K2 통합반품센터

잠뱅이센터

유통가공센터

충청남도천안시
상온2,500평

지갑, 구두, 핸드백

경기도평택시
상온10,000평

의류,신발, 용품등

충청남도공주시
상온4,500평

전자제품, 부품등

경기도 이천시

Total 6,000 평

식품, 생활용품, 잡화, 화장품 등 취급
경기도여주시
상온 12,000평

아웃도어의류, 용품, 신발

경기도이천시
상온2,200평

의류

경기도이천시
상온400평

식품등

기타지역별거점물류센터

Fullfillment service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스타트업
전문 물류센터 보유



기업인증및등록증

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 기업인증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기업인증

서비스표등록증
< ATN >

서비스표등록증
< 에이티엔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위처정보
사업 허가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