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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책임감과 신뢰감을 기반으로   

20년간 고객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20년전, 오토바이 기사 몇 명으로 시작했던 ㈜ 코리아물류는 

현재 국내 배송업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퀵, 오토바이퀵, 다마스와 1톤~25톤 대형화물 및 냉동차, 

지게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배송물을 

맞춤형 시스템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

사무실 서류에서부터 홈쇼핑 배송물, 대형 물류창고 화물까지 강원도 오지에서부터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어디든지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고객님의 귀한 배송물의 최종 전달자인 ㈜ 코리아물류는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경영 및 고객 감동으로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코리아물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고객님께 철저한 책임감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우 및 폭설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배송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송은 눈이 조금만 와도 운행할 수 없기에 모든 퀵사들이 

부득이 업무를 중지하곤 합니다.

(주) 코리아물류는 전천후 지하철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악천후에도  

정상적으로 배송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탈퀵(오토바이퀵 /지하철퀵 /차량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코리아물류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모든 기업들의 어려움에 다양한 운송 시스템으로  

배송비를 최대 25% 까지 절감시켜 드릴것입니다. 

기업에서 퀵비 몇% 절감하는 것이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작은 것부터 경비를 줄인다는 신념으로 

귀사의 성공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코리아물류는 다양한 배송시스템으로 

물류비를 절감시켜 드립니다  

배송비용 절감 

25%



오토바이퀵 
Auto bicycle quick

"배송시간을 정확하게 맞춰드립니다" 

접수 및 픽업 완료 과정 

오토바이퀵 서비스 안내 

서비스 명 

편 도

왕 복  요 금 

추 가  

세 부 내 용종 류  

오토바이퀵 배송 

소요시간(20~25분)

서울 시내 ⇨ 1시간 / 시외 ⇨ 1~2시간

서울•경기 전 지역 / 시외 광역시 이상 

급배송 시 / 중량 초과 시 

편도 요금의 80% 적용 

접수 시 요금조회 확인 

배송시간

배송 가능 지역 

접 수 픽 업  완 료  
시내(1시간 이내)

시외(1~2시간 이내)



다마스•라보(화물차량) 서비스 안내 

"공차 시스템 적용으로 배송비가 저렴합니다" 

다마스•라보 
DAMAS•LABO delivery

접수 및 픽업 완료 과정 

서비스 명 

편 도

왕 복  요 금 

추 가  

세 부 내 용종 류  

최대한 신속하게 

다마스/ 라보 화물차량 배송 

오토바이에 적재할 수없는 배송물 

전국 전 지역

화물 적재 및 하역 시 / 엘리베이터 유•무

편도 요금의 80% 적용 

접수 시 요금조회 확인 

물품범위 

배송 가능 지역 

접 수 픽 업  완 료  
최대한 안전하게 



지하철퀵서비스 타업체 비교 

접수 및 픽업 완료과정 

코 리 아 물 류 타 업 체종 류  

지하철퀵 서비스 

"악천후 및 명절기간에도 쉬지 않고 운영합니다"  

기사 연령대 

기동력/의사 소통 

도착지 반응 

1일 처리 능력 

20~60대 60~75대 

유료 무료 

B/L, 여권, 샘플 
1시간 30분 내 처리할 수있는 품목  

백화점 물품(당일 처리) 
3~4시간 내 처리할 수있는 품목  

★★★★★ ★

8~10 건 3~4 건 

★★★★★ ★★

지하철 요금 

배송 품목 

서울 전지역(30~40분)
서울 전지역

(1시간~1시간 30분)

서울 근교 
(1시간~2시간 30분)

접 수 픽 업  완 료  
서울 근교(30~40분)



KTX•고속버스 특급배송  

"특급배송으로 전국 당일배송이 가능합니다" 

(1단계)

코리아물류 기사 배송 

※ 요금 1구간  서울고객→지방 KTX역까지 (1~2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KTX역에 가서 배송물 수령  

요금 1구간

요금 1구간

요금 2구간

요금 2구간

※ 요금 1구간  서울고객→지방 고속버스터미널까지(1~2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배송물 수령   

오전 접수▶당일 배송 완료 / 오후 접수▶익일 오전 배송 완료

오전 접수▶당일 배송 완료 / 오후 접수▶익일 오전 배송 완료

경부선 ▶서울역, 광명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전국 터미널이 있는 전 지역 /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출발 

호남선 ▶용산역, 광명역, 서대전역, 익산역, 광주역, 목포역 

※ 요금 2구간  서울고객 → KTX역 → 지방 고객(1~3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있는 곳(자택, 사무실 등)까지 배송    

※ 요금 2구간  서울고객 → 지방 고속버스터미널 → 지방고객(1~3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있는 곳(자택, 사무실 등)까지 배송    

(2단계)

KTX 배송 

(3단계)

지방 협력퀵업체 배송 

KTX 특급배송 

고속버스 특급배송 

서울고객 

배송가능구역

배송가능구역

배송시간 

배송시간 

서울역, 용산역 지방역 지방고객 

(1단계)

코리아물류 기사 배송 

(2단계)

고속버스 배송 

(3단계)

지방 협력퀵업체 배송 

서울고객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방 고속버스터미널 지방고객 



→ → →

"최단시간 당일배송을 제공합니다" 

항공 특급배송 

(1단계)

코리아물류 기사 배송 

※ 요금 1구간  서울고객→지방공항까지 (1~2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지방공항에 가서 배송물 수령  

요금 1구간

요금 2구간

※ 요금 2구간  서울고객 → 지방공항 → 지방고객(1~3단계 비용) - 지방고객이 있는 곳(자택, 사무실 등)까지 배송    

(2단계)

항공배송 

(3단계)

지방 협력퀵업체 배송 

항공 특급배송 

광주, 여수, 대구, 포항, 김해, 울산, 부산, 제주 

오전 접수▶당일 배송 완료 / 오후 접수▶익일 오전 배송 완료

배송가능구역

배송시간 

서울고객 김포공항 지방공항 지방고객 



(주)코리아물류 허가증 & 증명서 



사회환원(기부) 증명서 



불러만 주십시오.
(주)코리아물류는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 선물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퀵서비스 종합대행사 (주)코리아물류는
지난 20여 년간 고객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해 오고 있습니다.

불.러.만.주.세.요!!!

1544-8828

취급 업무 지하철서비스, 오토바이, 1톤~25톤 화물트럭



(주)코리아물류는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코리아물류는 

'국경없는의사회'에 지속적인 기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합니다



(주)코리아물류는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10 무학빌딩 2F  

Fax 02. 2274. 8108   www.15448828.com

1544.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