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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변화와 혁신으로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PL 전문 물류 대행 AP로지스틱스 입니다. 

 

당사는 천재교육 계열사로 1990년 물류사업부를 시작으로 

출판 인쇄 유통을 넘어서 3PL을 진행해 다양한 제품을  

관리 및 유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IT를 접목한 WMS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물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 물동량을 파악해 정확하고 

빠른 배송을 진행하며 신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있어 AP로지스틱스가 있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물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2. APL 연혁/입지  

1990 

2015 

2016 

2020 

2021 

√ 물류사업부 업무 개시 

√ 그룹물류 통합기획 추진 

√ APL 청라센터 준공(15,000평) 

√ 3PL 대행물류 영업개시 

√ 다양한 3PL 고객사 유치 

   → 물류사업 자립기반 확보 

       (6개이상 고객사 운영中) 

√ APL 청라센터 증축 완공 

   → 총 면적 20,000평 규모 

고객사 / 협력사 



  2. APL 연혁/입지  

2) 교통/도로망의 다양한 접근성 

   √  수도권 서부권 (30분)  :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  수도권 동부권 (50분)  :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영동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  중부/서해안권 (60분)  :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1) 지리적/전략적 MERIT 

    → 공항(인천/김포), 인천항,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며, 수도권 및 지방 물류거점으로서 지리적 유리한 위치 

● 북청라IC 



  2. APL 인력구성 및 세부운영 

물류사업부문 

물류지원 
TEAM 

3PL 재생/반품 

1/2/3/4 
TEAM 

재생/반품 
TEAM 

자동화/전산 
TEAM 

2PL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자동화 설비의 운영 

1TEAM 2TEAM 

1)  다양한 품목관리 노하우를 경험한 실무진 

     → 실무경험(식품/의류/가전/화장품)을 바탕으로 

         제품의 관리/운영에 대한 이해력이 높습니다. 

 

2)  대체 탄력성이 우수한 고정인원 운영 

     → 다수의 고정인원 운영으로 긴급/비정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인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항목別 현황 및 계획 (배송관리)  

BOX / 소분 

우체국 택배 
대신택배 
경동택배 
CJ 택배 

 
 

BOX / 소분 

고정 지입차 
갑부 / 대성 

CJ / 팔도 / BL 
Plallet 

 
대신택배 
동방특송 
금지게 

C&D Logistics 

개인고객 
B2B 중량 
B2B/B2C 중량 
극소 대량 B2C 

B2B(정기 / 수도권) 
B2B 운송(주요 채널) 

B2B (소량, 지방급송) 
B2B (대량, 지방) 

30년 동안의 출판물류 및 다양한 3PL  운영 경험으로 운송운영 노하우 보유 

다양한 배송 루트의 운수업체들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대행물류의 고정차량을 보유하여 비정기적인 수/배송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가능 



  3. 주요 항목別 현황 및 계획 (입/출고 관리)  

입고 
Process 

입고 내역서 확인 Step 1 

Step 2 하차 진행 

Step 3 제품 별 검수 및 바코드 스캐닝 이후 전산 입고 확정 

※ AP네트워크를 통한 PDA이동으로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가능 

출고 
Process 

BtoB 

BtoC 

① 주문 확정 ② Picking 지시 ③ 실적 검수 ④ 출고 진행 (상차 및 운송) 

① 주문 확정 ② 송장 발행, 할당 ④ 포장 진행 ③ 스캐닝 검수 
⑤ 택배사(CJ, 경동 등)  
    출고 진행  

※ 실시간 전산 상태 변화로 전산흐름 및 송장흐름 실시간 확인 가능 

※ 화주사 제품 별 특성에 맞는 라인 설치 (수동 라인, DPS 등)   

※ 화주사에게 검수포장라인 실시간 영상 웹뷰어 공유로 빠른 CS 대응 가능 



  3. APL 인력구성 및 세부운영(보안/관제)  

보안관리  
시스템 

관제운영  
시스템 

1) 보안/안전관리 시스템 

   √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지정 외주업체)을 통한 유지/관리 

   √ 24시간 2인 2교대 경비업무 담당자 상주 

   √ 고객사의 보관제품에 대한 배타적 관리(시건장치/펜스) 

2) 관제/통제운영 시스템 

    √ 외부 전문 관제업체(ADT) 지정 및 진행中 

    √ 센터 內 75개 CCTV 운영을 통한 엄격한 내부 통제 

       (동작 감지센서 및 열감지센서로 2중 관리시스템) 

    √ 전자식 차량관제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차량 관리        

(24시간 경비 운영/차량 관제시스템) 

(출입문 2중 보안센서 운영) 

(자체 경비 시스템-CCTV운영) 



  4. APL 의 장점 및 물류의 개선목표  

  

1) Flexibility  

 조직의 유연성 

 

조직 內 다양한 물류파트의 운영으로 탄력적 대응 가능 

  

2) Accessibility 

수/배송의 접근성 

 

수도권 교통의 요점에 위치해 수/배송에 용이 
 

김포 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가까워 국내와 더불어 해외 배송 용이 

3) Loyalty   

 조직원의 충성도  
100% 자사직원으로 높은 책임감과 높은 수준의 업무 능력 

  

4) Experience   

업무적 경험도 

 

다양한 3PL 물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쿤달코리아, 제닉스, 키즈룹 등) 

대형 온/오프라인 채널 경험으로 많은 경험과 출판부문에서 축적한 노하우 보유 

  

5) Modernization   

 현대적 최신설비 

 

연면적 20,000평 규모와 최신설비,  WMS 시스템 사용으로 자동화 시스템 구축    



  4. APL 의 장점 및 물류의 개선목표  

선입선출, 유통기한, 
제한 조건 등  

  WMS  시스템으로 
복잡한 요구 대응 가능  

6) 물류 Platform 기반하의 전문 시스템 구현 

NETWORK를 통한   

PDA 재고관리로 
실물재고를 고객과  

 실시간 정보 공유 가능   

최종 출고검수에서 

CCTV  검수/포장    
영상정보로 실시간 
CS 대응서비스 확보 

 공간효율을 위한 Location 지정운영 및 시스템(WMS) 기반하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량 출고(월 10만건 이상의 B2C 고객)에 대해서도 최적의 물류환경을 통해 고객관리 CS와 더불어  

 고객의 Claim 및 Complain 최소를 위해 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APL 의 장점 및 물류의 개선목표  

화주사의 물류 

CLAIM  최소화 

경쟁사와 서비스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물류서비스 내부 평가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주사의 만족도와 방향성을 파악하여 물류 Claim 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주사의 브랜드 관리 및 고객관리 업무에 대한 신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부 물류서비스  

평가 및 개선 

화주사의 만족도 및 

방향성 파악  

7) 물류서비스 중심의 KPI 내부평가 운영 및 화주사 중심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WHY AP Logistics ?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을 위해 항상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매장, 더스킨팩토리,  
키즈룹, 제닉스 및 출판 물류 등 

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 

조직 내 다양한 물류 파트와 
최신 장비 사용으로 

탄력적인 창고 관리 

WMS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물류 관리와 고객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수도권 교통의 요점, 
인천항, 인천국제/김포 공항 등 

국내와 해외 배송의 적합한 지리 

보관/관리 입고 출고 포장 검수 반품관리 

AP로지스틱스 
Total Solution 



AP로지스틱스 증축 확장공사  

2021년 6월 中 5,000평 증축 완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