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ize Your Vision 

물류 IT 국가대표

초연결·디지털·물류·플랫폼

물류기업의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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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11

2016

•  ㈜케이엘넷으로 사명 변경

•  최대주주 변경(공공→민영)

•  해양수산부 중계망사업자 지정
•   관세청 MFCS 오픈   

(해상 적하목록 취합 서비스)
•  PLISM 3.0 서비스 오픈

해운물류 정보화의 Frontier에서
Digital Transformation을 리딩하는 Partner로

2018

2020

•  머스크 TradeLens와 파트너십 
(글로벌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  양재아이티(FMS 전문기업) 인수 
물류 플랫폼 서비스 확대

•  로지스뷰 서비스 개시

•  고객사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PG) 도입
•  고객 맞춤형 서비스 원년(사내벤처)
  1. 로지스원(RPA/블록체인)
  2. CnTR(IoT 샷시관리)  
  3. 다이몬소프트(운송 ASP/핀테크)
  4. 비즈니스 링커 시스템(클라우드 서비스)

1994년

10,638+

설립

고객

물류 정보화의 첫걸음

해운물류 전 고객의 만족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신뢰  

192개

250건

서비스

공공사업

물류 IT Total 서비스

•  한국물류정보통신㈜ 설립 •  물류 EDI 서비스 실시 
(삼성전자 선적자동화 등)

•  PORT-MIS(해양수산부) 구축
•  단일망 구축 및 서비스 개시

1994 1995 1998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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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고객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물류 정보화 국가대표와 함께하면
당신의 물류가 확 달라집니다.

물류는 물류 정보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합니다.
최저 비용, 최적의 경로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합니다.

내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물류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Seamless One-stop Universal Logistics 

Trust Our Promise
신뢰에 기반한
우수한 서비스

Customized Solutions
고객 맞춤형

 차별화된 서비스

Creating Innovation
글로벌 리더를 향한
끝없는 변화와 혁신

Hyper-Connected
초연결시대

스마트 물류 구현

One-stop Platform
최첨단 One-Stop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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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관리 스케줄 부킹 S/R

입출항 내륙 운송

MFCS 신고 반출입

국내  통관

LOGISTICS ECOSYSTEM

스케줄 조회에서부터 정산 서비스까지
스마트 물류의 A부터 Z까지

Door to Door, End to End 

Total Service

PLIS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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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SERVICE PLISM 3.0 / LOGIS VIEW / ETRANS / E-TRUCK BANK / LOGIS BILL

관세사 등
TAX

선사

화주

운송사

검수사

터미널

B2G 서비스

 

선박입출항신고 싱글윈도우

해상 적하목록 취합 서비스

위험화물 취합신고 서비스

철도 운송 지원 서비스

국고수납 자동화

해외 화물신고 서비스
 

B2B 서비스
선사 서비스

화주 서비스

운송사 서비스

터미널 서비스

전자 세금 계산서

정보제공 서비스

물류 정보화 국가대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Logistics Ecosystem

변화와 혁신, 초연결 디지털 전략
Innovative Value Creator

물류 전 영역을 커버하는 종합 서비스
End to End Total Service

수출입 선적서류업무 자동화, 통합물류 Visibility 및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통합물류정보 서비스

수출입 오더 정보조회 및 검증, 전자 문서 제출 기능을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웹 ASP 서비스

운송수요자와 공급자의 화물 및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해 
운송 효율성 증대 및 운송 가시성을 제공하는 운송 플랫폼 서비스 

물류 업체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국가공인인증 제1호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화주 포워더 선사

터미널

반출입 정보

로지스뷰

결과/진행 정보

SR, 적하 목록 Track and Trace

부킹 B/L 정보

스케줄 Booking Confirmation

일반부두

WEB MOBILE

국토부 운송실적 신고시스템

공차등록
위치정보

지정화물
접수

공유화물
검색

외부화주/
주선업체

운송주선업체

화주

차주
화물 DB 차량 DB

배차
Module

콜센터

Web EDI

이트랜스
(e-Trans)

전국 50여 컨-터미널, 일반부두, 
CY에 대한 컨테이너 반출입계의 
입력 및 전송
  
전송문서의 처리 결과 
One-Stop 조회

오류 검증 시스템

선사 요구가 반영된 전자문서  
오류 검증 시스템(모선항차, POD)
  
터미널 요구에 의한 전자문서 검증
(봉인번호, 화주 등 필수기재)
  
기관 요구에 의한 기재항목 별도 검증 
(보세운송차량, 수출신고번호)

반출입 오더 조회

화물 추적 등

선사 지정 운송 오더 및 상하차지 
정보 조회
  
컨테이너 미반출·미반납 현황 및 
CLL 정보 조회 등

컨-터미널, CY의 양적하 및 
게이트로그 일괄추적 정보 제공
  
ISO 규격 및 UN/LOC 코드 등 
규격 정보 제공을 통한 업무 표준화 
유도

1. 세금계산서 발행

1-1. 정정 발행,
        발행철회/삭제

2. 응답(접수/오류)
3. 응답(승인/거절)

4. 전송 5. 접수 결과 통지

6.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관리시스템

결제

E-mail/Web
로지스빌

케이엘넷

공급자 공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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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RVICES & SOLUTIONS

#물류 IT 국가대표
#PORT-MIS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화
#출입 보안
#재난안전
#항만통합관제
#CMMI SP GS 인증 품질 역량
#Cloud, Big Data, Block Chain, Agile

케이엘넷은 단순한 IT 업체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파트너입니다.

검증된 물류 IT 역량과 
탄탄한 협업 네트워크로 최적화된 
물류 I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만통합관제
항만 CCTV와 출입 보안을 

통합한 관제 서비스 제공

출입 보안 시스템 V 2.0
GS 인증 획득
조달청 등록
물류 신기술 선정

클라우드 서비스
ICT 구축
클라우드 전환
정보자원 이전

재난안전
재난안전 보고 / 전파

감시 / 예방
 분석 / 대응 / 복구

PORT-MIS
선박 입출항신고
화물 반출입신고
선박 / 선원 / 해운사업자 
위험물

IT 아웃소싱
SM 운영 / 유지보수

인프라 운영
SLA 컨설팅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배출 활동 데이터 수집
배출량 통계분석

IT 컨설팅 / 시스템 구축 / IT 아웃소싱 / IT 토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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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원   AI·블록체인 기반 글로벌물류 플랫폼

물류비 간편결제 | OCR 기반 문서자동화 | 화물 Visibility 서비스 | 정보공유 서비스 자동화 | 페이 결제 | 차량 & 물량공유

다이몬소프트   공유형 수출입 내륙운송 & 결제 플랫폼 서비스

CnTR   샷시 관제·공유 플랫폼 서비스 
loT 신기술을 접목한 샷시 운영·관리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비즈니스 링커 시스템   클라우드 물류 협업 플랫폼  

기존 사용하던 컨테이너 트레일러(샷시)에 loT 기기를 설치하여 GPS를 통해 
좌표를 전달받고 IoT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상태 정보를 관제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샷시와 사용자 앱 간에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샷시의 위치와 상태를 관제 
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모적 경쟁의 반복! 정부 제도 대응! 보유인력 효율화! 트랜스허브가 함께 합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수출입화물 비용을 결제합니다.

Private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신뢰성이 
보장된 가치 있는 정보를 손쉽게 교환합니다.

전달된 화주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OCR의 문자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화물의 운송을 Tracking합니다.

샷시 위치 조회 / 예약 / 공유 / 모니터링 / 자동 운행 일지 / 
소모품 및 정비 관리 / 운행 데이터 분석(효율성 분석)기능 샷시 배차 효율성 / 샷시 분실 예방 /

업무 효율 상승 / 불필요한 비용 절감효과

저비용으로 누구나, 사용은 손쉽게, 결제는 간편하게~

잉여자원을 공유
이익이 상승!

실시간
관제

일반
배차

Pay 
결제

자율주행
관제

간편
등록

자동화
엔진

인공
지능

공유
마켓

외부
잉여자원

유입
스마트
스케줄

스마트 
배차

배차대행
센터

오프라인
시장연계

운영은 독립적으로,
사용자 간 시너지는 강력!

도입만으로 생존과 상생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운송과 운송료 결제의 새로운 가치를 경험해 보세요!

AI 기반 첨단
운송 플랫폼 서비스

페이 결제 수반
공유 플랫폼 서비스

www.transhub.co.kr 플레이스토어 트랜스허브앱 다운로드

운송사

·편의성과 저비용으로 도입 수월
·전송은 어디든 플랫폼에서 가능
·실시간 플래닝 최적 배차 가능
·인력 공백 시 누구나 쉽게 습득
·페이 결제 시 차량확보가 용이
    - 운송사 캐시백 제공
    - 물량수배 차량 정보 제공

·실시간 배차 정보 공유는 기본
·업무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지속
    - 코피노 정보 제공
    - 일보자동 생성 제공
    - 실시간 매출 & 금액대사 등
·운송 후 빠른 지급 결제(D+3)
·공유물량 정보제공 

기사

API 게이트웨이

애플리케이션 OpenAPI
등록 및 제공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물류 협업 개발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화 도구

웹 크롤링, 스크래핑 등
자동화 도구 지원

비용 절감

예산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 지급

메시징 도구

클라우드 사용자 및 
외부 메시징 연계 
인터페이스 제공

온라인 도큐센터

온라인 실시간 문서 
인식 / 변환

편의성

웹 콘솔을 통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손쉽게 생성

웹 기반 조회 제공

스케줄 정보 취합 
조회 제공 등

S/W 컨테이너

도커 / 쿠버네티스 
기반의 S/W 컨테이너 
도구 제공

확장성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인프라를 실시간 
확장하여 효율성 극대

Convenient & Useful  
편리하고 실용적인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서비스 기획

New & Smart  
새롭고 스마트한 
신기술 개발

Technology  
하이테크놀로지 
고난도 기술의 접목

Revolution  
혁신적인 
새로운 가치 창출

IT 인프라 구축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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