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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용하시는
물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e-Commerce 시장의 성장 등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 물류의 중요성과 역할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출입 기업들과 e-Commerce 셀러들은
답답한 견적, 복잡한 수출입 절차, 알 수 없는 운송 현황 등으로
물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번거로운 물류, 손쉬운 해결책이 없을까요?
Cello Square가 여기에 답합니다.

빠른 견적과 간편한 예약, 실시간 트랙킹은 물론,
투명한 물류비 정산 서비스까지!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Cello Square 하나면
수출입 물류가 쉽고 편리해집니다.

디지털을 만난 물류의 신세계,
Cello Square를 경험해보세요.

고객 (화주)
수출입 기업

e-Commerce 셀러

주문 정보

견적 조회와 운송 예약은 쉽고 빠르게!
실시간 트랙킹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안전하게!
투명한 정산으로 믿을 수 있게!
클릭 몇 번으로 물류 운영이 쉬워집니다.

통합 가시성

1

견적

2

선적 예약

3

운송/통관

6

정산

5

커뮤니케이션

4

트랙킹

수출입 물류의 모든 업무 절차 진행
최적 운송모드, 실행사 선정

물동 정보

물류 실행사
특송사

항공사/선사

물류센터

트럭커

복잡한 물류 고민,
Cello Square로 해결하세요.
쉽고 편리합니다

효율적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견적부터 운송 요청, 정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힘든 절차와 서류는 최소화하고
정산, 분석 같은 복잡한 업무는
자동화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규모 물동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최적 운송모드와 운송사를
자동 추천하고, 필요한 일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맞춤형 대시보드로
물류 현황은 물론, 이슈까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류 컨설팅, 전략 수립,
운영까지 각 국가/영역별 최고
전문가가 지원합니다.

Key Functions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

바로 확인 가능한
즉시 견적

손쉬운 견적 문의 및
선적 예약

물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여러 선사/항공사의 운송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라우트별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에 대한 개인화된
알람 설정을 통해 운송 중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합니다.

주요 물류 상품 및 라우트에 대한
즉시 견적이 가능합니다.

Pricing 전문가를 통해 48시간 내
견적 확보가 가능하며, 클릭 한 번만으로
손쉽게 운송 요청이 가능합니다.

Shipment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중요한 운송 건의 물류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라우트별 운임과 Lead Time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견적 문의/입수와 선적 예약의 모든
과정을 플랫폼에서 진행하여
문서 작성을 최소화합니다.

Key Functions

실시간 화물 트랙킹 및
신속한 이슈 해결

전담 운영자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적인 문서 관리 및
데이터 분석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화물 운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트랙킹할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NAVY)이 견적, 부킹, 실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인 문서 관리를
통해 B/L, 상업송장 등 각종 문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상황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상세 내역이 전달되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선적 예약 및 실행, 정산 건에 대해
각 Shipment 건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각 영역별 다각화된 필터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물 위치 및 상태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운송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건별 이슈에 대해 전담 운영자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며, 대화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물류 운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물류 실행력까지 갖추었습니다.

6 Regional HQ

Europe
Delft, Netherlands

America

China

Dallas, USA

Shanghai, China

Global HQ
Seoul, Korea

Middle East
Dubai, UAE

Asia Pacific
Hanoi, Vietnam

Latin America
Sao Paulo, Brazil

36 Countries

53 Branches

230 Sites

5,650 Experts
※ 2021년 12월 기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물류 분야별 전문가

전세계 36개국, 53개 거점, 230여개 사이트를 기반으로
화물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물류 수준 진단, 컨설팅, 전략 수립, 운영 등
5천여명의 국가/분야별 물류 전문가가 밀착 지원합니다.

대규모 물동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객 A
물류실행사 A

고객 B

고객 A

고객 C
고객 B

고객 ...

고객 C

물류실행사 B

고객 ...

물류실행사 …

41만 Ton

101만 TEU

128만

199만 m

Air Cargo

Ocean Cargo

Truckloads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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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준

전세계 10위권 규모 물동 운영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협업

글로벌 Top-tier 수준의 항공/해상 물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물류 실행사와 협업하여 합리적 운임의
물류 및 IT 특화 서비스 상품을 제공합니다.

주요 상품

글로벌 포워딩 서비스
항공 운송, 해상 운송, 내륙 운송은 물론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한 복합 운송까지 모든 국제 운송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 포워딩 서비스, 중남미향 리포워딩 서비스,
해상 FCL/LCL 서비스 등)

특송 서비스
온라인으로 판매된 해외 배송 주문에 대해 지역별
최적의 실행사와 협업하여 개인 고객의 집 앞까지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합니다.
(아마존 FBA 특송 서비스, B2C 수출입 특송 서비스 등)

e-Commerce 물류 서비스

IT 특화 서비스

Amazon 등 해외 쇼핑몰과 연계하여 자동 주문 생성,
배송 처리, 통관, 풀필먼트, 반품 처리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마존 FBA 해상운송 서비스 등)

삼성SDS의 풍부한 IT 역량을 바탕으로 물류 전반에 걸친
IT 기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물류를 혁신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 TFOOD 연계 서비스,
프리미엄 관제 서비스, 최적 포장박스 추천 서비스 등)

차별화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Cello Square,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www.cellosquare.com

물류를 클릭하다,
Custom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