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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1-1. 회사개요

최고의 성공 파트너

CH International

CH International 은 지난 10년 고객사의 성공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목표를 위해 달려온 물류 전문기업 입니다.

지난 2008년 설립하여 10여년의 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물류서비스의 기

본 가치를 지키고 고객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든든한 뿌리가 된다는 신념으로 물류

서비스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항공 및 해운 운송서비스, CY / CFS(보세창고), 통관 등 국제물류 전반에 필요한 제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과 “물류 원스톱 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

니다.

하루가 1년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저희 CH International 은

글로벌 물류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물류 인프라 구

축 계획 등 물류 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발 앞선 노력

을 해 나갈 것입니다.



1. 회사소개

1-2. 연혁

운송사업

항공/해운 및 내륙운송까지

보세창고사업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CY사업

컨테이너 보관, 조작, 수리

회사연혁

2008
회사설립

CH종합물류 회사 설립

2009
운송서비스 사업자 확대

간이보세운송사업자 지정 및 보세운송사업자 등록

2010 식품검사장소 지정 및 컨테이너보세구역특허 획득

2014

상해 지엠대우자동차 CFS수출 작업 유치

China Shipping 라인운송 유치

YKP(범영훼리) 라인 CFS 작업 유치

2017 CH International 상호 변경

2018
ISO9001:2008 인증 획득

KMTC(고려해운) 라인 CFS 작업 유치



1. 회사소개

1-3. 사업목표 및 경영이념

최고의 종합물류기업

혁신적인 물류시스템

창의적인 지식경영

고객과의 소통

녹색경영 및 품질경영 녹색경영/품질경영

ISO9001:2008 인증을 통해 물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내/외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환

경적인 요소를 적극 차단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사고와 혁신적 지식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현상을 직시하여 지속적인 개

선요인을 탐구하고 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물류시스템 구축

능동적인 조직 구성과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운영

하여 고객의 Needs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혁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제 물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8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계

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만족으로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을 실현한다.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일궈온 기반위에 앞으로의 다음 10년을 다

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물류서비스를 통해

최고의 1류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 회사소개

1-4. 조직 구성

대표이사

물류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영업본부

감사실

창고팀 운송팀 CY팀

• 보세창고 운영 / 관리

• FCL / LCL 작업

• 수출입 화물관리

• 중량품 적출입

• 컨테이너(보세) 운송

• 선사 라인 운송

• 벌크 화물 운송

• LCL 화물 운송

• CY 운영 / 관리

• 컨테이너 입 / 반출

• 컨테이너 수리

• Lease 컨테이너

• 물류컨설팅

• 창고보관 컨설팅

• 신규사업기획

• 고객사 CS

• 인사, 노무, 총무

• 회계, 자금

• 경영전략기획

• 신규사업기획



2. 사업영역

2-1. 항공운송

항공운송

서비스

Re-forwarding 서비스

해외발 서비스 난항시 인천발 항공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서비스

제공 및 인천발 난지역 및 제한적 Routing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항공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글로벌화물배상 책임보험

글로벌 통합화물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 할 지 모르는 물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혼재화물 운송서비스

소량 화물의 보다 경제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재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

시간 365일 어떤 문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

과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ir & Sea 포워딩 서비스

해외발 해상 서비스와 연계하여 인천발 구주, 미주향 및 기타지역

으로 항공서비스를 접목하여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

속함을 접목한 SEA & AIR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Door - to – Door 서비스

CH International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화물의 픽업

부터 고객의 문 앞까지의 운송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사업영역

2-2. 해상운송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 서비스

전세계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구축

된 인프라를 통하여 화물의 특성에

맞춘 FCL, LCL, Bulk 화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컨테이

너 Booking 부터 도착지 하역까지

Total 해상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중국 교동 ferry Booking Agent

중국 위해 지점에서는 ‘한국(평택)-

중국(위해)’ 간 운항하는 Ferry의

Booking Agent로 지정되어 포워딩

업무가 불가한 고객의 수출입 대행

을 도와드리며,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스페이스 확보를 통해 안정

적인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해드

리고 있습니다.

삼국간무역(중계무역) 운송 서비스

고객이 중계무역에 따른 복잡한 서

류 및 운송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삼국간 무역(중

계무역)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

리고 있습니다.

국제 이사 화물운송 서비스

세계 각국에 위치한 네트워크 망을

기반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사

화물, 국제이주화물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사업영역

2-3. 내륙운송

도로운송 (일반운송, 셔틀운송, 내부물류 서비스)

Global 거점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운송 Rout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간의 셔틀 운송, 혼적

등 고객별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IT솔루션을 통한 실시간 화물의 위치, 상태, 운송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운송 (보세운송, RFS보세운송 서비스)

Global 거점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운송 Rout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간의 셔틀 운송, 혼적

등 고객별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IT솔루션을 통한 실시간 화물의 위치, 상태, 운송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운송 (무진동차량운송, 위험물운송, 한일일관운송 서비스)

정밀기기 수송을 요하는 BULK화물 등 다년간의 특수화물 운송 경험을 통해 최적의 특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CH International은 중국향 공장 설비 운송 제안 및 사전 검증 절차를 통한 계약 운송사 경험이 있으며, 무사고 운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 사업영역

2-4. 창고보관 / 보세창고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서비스

자체 개발 물류 시스템 (G1)의 WMS(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또는 원재료)의 재고관리 및 배송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품(또는 원재료)의 재고관리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외부 요인에 영향 없는 안정적인 재고 확보 및 운영 ▶ 관세 및 내국세 납부 유예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해외 고객의 Order에 즉각적 납품에 따른 판매 기회 상승 ▶ 통관 유예에 따른 자유로운 반송

Exporter Importer

Production
Planning

3. Order

Sharing Stock
Information

4. Devery Order

1. Shipping

2. Storing

5. Cleaqrance / Delivery



2. 사업영역

2-4. 창고보관 / 보세창고

VMI(Vendor Management Inventory) 서비스

자체 개발 물류시스템(G1)의 WMS(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또는 원재료)의 재고관리 및 배송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

습니다. 

▶ 업무 효율성 증대, 공동 배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효과 ▶ 재고관리 비용(재고 관리 및 재고 자산)의 감소 효과

▶ 적정 재고율 유지를 통한 재고 확보 Lead Time 단축 및 생산의 안정화 ▶ 긴급 선적 감소에 따른 물류비 감소 효과

Vendors
Importer

Managing Stock
information

Shipping / Warehousing
Order



2. 사업영역

2-4. 창고보관 / 보세창고

Central system 개선계획 – 수출

화주의뢰

계약

물품운송

입고

출고

WMS & TMS

물품관리

전산입력(재고)

내수운송 고객

Ship
booking

FCL 부킹

CONTR P/U CONT R 적임 수출신고(통관) 부두입고

선적

운송 CFS 입고 수출신고(통관) 선적준비



2. 사업영역

2-4. 창고보관 / 보세창고

Central system 개선계획 – 수입

화주의뢰

계약

입항 수입신고(통관) CONT R 운송 고객

창고배정 하선신고 입항 CONT R 운송 CFS 반입

물품관리(WMS) 전산(재고)입력 수입신고(통관) 식물(식품)검역 대상품품고객 운송 출고



2. 사업영역

2-5. 철도운송



2. 사업영역

2-5. 철도운송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 서비스

러시아의 극동항인 나호트카/보스토치니항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이르며, 유럽의 주요도시로 연결되는 노선 - 총연장은 모스크바까지

9,208km로 현재 주로 러시아 역내의 화물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구간이 광궤(1,520mm)이며, 전압은 교류 25,000V를 사용. 

TMGR(몽골횡단철도) 연계 서비스

중국의 천진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 울란바토르,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역인 호이트역을 경유하고 러시아의 울란우데역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계됨

TCR(중국횡단철도) 연계 서비스

중국의 연운항에서 출발하여 란조우, 우르무치 등을 경유하고, 카자흐스탄 지역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연계 되어 유럽의 주요도시로 연결 -

총연장은 8,613km로 전구간의 약 82.7%인 7,127km가 복선화되어 있으며 전철화 구간의 연장은 전구간의 약58.1%인 5,001km임 - 중국철도는 표

준궤(1,435mm)이지만 카자흐스탄철도는 광궤(1,520mm)이므로 국경에서 환적이나 대차교환이 이루어짐

TMR(만주횡단철도) 연계 서비스

중국의 도문에서 출발하여 만주지역을 통과, 러시아와의 국경역인 만주리역(러시아쪽은 자바이칼스크)을 경유하고 러시아의 카림스카야역에서 시

베리아횡단철도에 연결됨

기타 국가, 대륙 별 내국철도연계 서비스



2. 사업영역

2-6. 국제특송 / 전자상거래

국제 특송 서비스

기업간의 문서, 샘플, 수출건의 특성에 따라 고객이 원하시는 다양한 요구에 맞는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국제/국내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

중국은 물론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B2C Lastmile 운송 및 관련된 B2B 운송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주요서비스 : 중국 YTO, EMS, 미국 아마존FBA 입고화물 운송, 국내택배 등

주요국가 : 중국 / 홍콩, 대만 등 동남아시아 / 일본 / 미국 등

전세계
전자상거래화물

운송서비스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국내외
Fulfillment 

Service
(3PL)

국제택배
EMS

국내택배



2. 사업영역

2-7. 프로젝트 / 특수화물

생동물 운송

생동물 운송의 경우 그 과정이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워 더욱 섬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CH International에서는 생동물 운송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역부터 통관, 운송까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에버랜드 리조트 캥거루, 판다, 바다사자, 알파카 운송)

중량물 ∙ 위험물 운송

정밀기기 수송을 요하는 BULK화물, 공장이전 설비, 위험물 수송의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각 화물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수륙양용버스, Hydro-Crane 운송 등)



2. 사업영역

2-8. 신선물류 / 콜드체인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콜드체인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콜드체인 통함 관리 시스템을 자체개발 및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ensing WEB

Mobile API

실시간 온도측정 시스템

모바일 환경에서도 최적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파트너사에 제공되는 API 

시스템 구축

웹을 이용한 편리한 모니터

링 시스템



2. 사업영역

2-9. 통관 / 관세환급

수출입 통관대행 서비스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우수한 관세사와 첨단 장비 및 정보통신관련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정

확하고 빠른 품목분류와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법률 및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최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의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요건대행 서비스

수출입 통관대행 서비스 진행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허가, 승인,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또한 전문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출입 요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법령 개정사항 업데이트로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습

니다.

요건대상 및

구비서류

사전확인

사전통관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관세청

확인신청

수입통관

완료



2. 사업영역

2-9. 통관 / 관세환급

관세환급 대행 서비스

풍부한 관세환급대행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관세 환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mporting

Raw materials

Exporting

goods

Collecting
Revenue tariff

Requesting
refunds

▶ 관세환급 대행 ▶ 관세환급관련 세관업무 대행 ▶ 관세환급 컨설팅 및 교육

▶ 제증명서류 발급 대행 ▶ 관세환급 업무 진단



2. 사업영역

2-10. 물류컨설팅

물류원가 분석 및 프로세스 진단

물류서비스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사에 최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 진행 전반에 대한 과정을 설계 진행할 수 있

도록 지난 10년 저의 CH International 과 함께해온 전문 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출 및 수입을 위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CH International 이 도

와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진단

개선제인

솔루션적용

결과평가

사후관리



2. 사업영역

2-11. IT솔루션

지능화된 솔루션으로 쉽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체 개발한 웹기반의 여러가지 솔류선을 통해 물류서비스 및 고객사의 자체 사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창고관리를 위한

쉽고 편리한 WMS 제공

자세 서비스 구축을 준비 또는 계

획하고 계신 고객사를 위한 자체

서비스 구축 솔루션

고객사의 시스템과 자사 물류정보

를 연계할 수 있는 API서비스

화주별 화물 위치 정보 조회 시스템



3. 네트워크

3-1. 국내 인프라

인
천

대
전

대
구

울
산

부
산

부
산

전국 주요도시 거점 구축

저희 CH International 은 전국 6개 광역시에 물류센터를 구축하

고 대전에 본사, 인천과 부산에 지사를 설립하여 국내 어떤 지역

이라도 빠르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

니다.

또한 2023년까지 전국에 15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3. 네트워크

3-2. 글로벌 네트워크

중국

미국서부

미국동부

유럽독일

베트남



4. 미래전략 및 목표

4-1. 미래전략

물류 빅데이터 활용 개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와 물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물류기업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모든 기업(화주)

들에 대한 검색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마틴 웨그너 –

미래의 물류 서비스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고객예측’, 

‘운영효율‘, ‘신규사업＇ 등 3요소가 강조될 것으로 예측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CH International은 2020년까지 빅데이

터를 활용한 통합 물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

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물류의 중심에서 핵심 기업으로 끊

임없는 혁신을 지속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4. 미래전략 및 목표

4-1. 목표 및 추진전략

물류시스템 고도화

현재 운영중인 물류 시스

템을 한층 편리하게 고도

화 함

업계 최소수준의 안전성

국내외 안전 검수 관련 기준

충족 및 관련 인증획득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

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

제공

다국어 서비스 확대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확충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

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앞으로 일본어, 태국어, 독

일어, 프랑스어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여 유럽

및 동남아시아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광역 물류 인프라 구축

현재 전국 6개 광역시에 운영중인 물류 센

터를 전국 15개까지 확충하고, 세계 5개국

에 운영중인 현지 지사를 유럽 5개, 동남아

5개, 호주 2개를 추가 설립하여 세계 어디에

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최적화 시스템

보다 최적화된 모바일 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바일만으로 모든 시

스템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

도록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등록 및 보안관련인증 획득

실물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IT솔루션에서도 국내

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의 정보와

서비스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을 수

립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4. 미래전략 및 목표

4-2. 미래전략

〉

〉

〉

〉
AI를 통한

물류의 새로운
발전

현재에도 배송안내 시스템은 적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다국어 지원 및 실시간 음성인식 검

색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검색기반 배송안내 시스템

계약 및 제안의 표준화

각 주체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각각 작성된 계약서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형화 하고 이후

에 재활용 가능 데이터로 재가공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사와 고객사간 신뢰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 프로

세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물류 서비스에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많이 발

생하는 분야 중 하나인 법률 및 국제조약 등에 관한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상황과 조건에 맞게 능동적

으로 적용해 주는 서비스. 

자동 법률 지능 서비스

이미지 인식 검사 시스템

안면인식, 이미지검색 등에 활용되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을 제품의 검사 서비스에 적용하여 기계적

인 검품 서비스를 적용.

실시간 물류 정보. 2
인공지능 검품. 1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