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셀러노트입니다.
회사 소개서

Shipda SellerNote



Content SellerNote

01
첫번째

회사서비스 개요

02
두번째

서비스 - 포워딩

03
세번째

서비스 - 풀필먼트

04
네번째

Case Study



03

무역거래를 

쉽게 만듭니다.
디지털로 포워딩의 정의를 변화주도합니다.

01 회사서비스 개요

#Business Forwarding #업무효율 극대화 [비전 및 미션]

기존 산업이 정의한 

‘Freight Forwarding(운송주선업)’을 넘어, 

무역 사업자들의 비지니스 전반을 지원하는 

‘Business Forwarding’으로의 변화를 리딩하고자 합니다. 

‘운송, 무역CRM, 인프라, 결제’까지 

기술을 통한 통합, 연동, 자동화로 

무역기업이 당면한 불편함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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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는 디지털 포워딩을 선도하며 400%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01 회사서비스 개요

6,000 CBM

42,000 CBM

175,000 CBM (예상)

2019년

・ NEST START-UP 선정

(신용보증기금)

・ SEED 투자 : 2.1억

(매쉬업엔젤스)

2020년

・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쉽다’ 정식 오픈

・ 1Q Agile lab 10기 선정

(하나은행)

・ TIPS 선정 : 7억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2021년

・ 풀필먼트 서비스 ‘보풀’ 정식 오픈

・ PRE-A 투자 : 11억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빅베이슨캐피탈)

・ IR HERO DAY 우수팀 수상

(신한금융그룹)

・ IR DAY 대상 수상

(인천공항공사)

2022년

・ SERIES A 투자: 63억

(KB인베스트먼트, 위벤처스 등)

・ KT Bridge lab 선정

- 디지털물류 Poc 협업

・물동량 기준(1CBM: 1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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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는 국내 10,000개 이상의 B2B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회사서비스 개요

VISIBILITY

・ 수입운송 모든 내역 실시간 트래킹 

・ 현황 변동 시, 상태값 자동알림으로 빠른 대응 가능 

PRODUCTIVITY

・ 수입운송 프로세스 디지털 및 자동화 처리 

・ 웹사이트 내에서 모든 정보 관리 

LOWER PRICE

・ 불필요한 리소스 제거로 경쟁력 있는 운임

・ 중간유통 단계 제거로 거품없는 단가 제공



06

쉽다는 해외 현지에서 높은 운송품질을 자랑하는 다수 파트너(국가별 3개 이상)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01 회사서비스 개요

아시아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유럽 | 벨기에,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폴란드, 벨기에, 포루투갈, 슬로베니아

북미 |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중남미 |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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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들은 기존 포워더 대비 


높은 만족도와 수입 물류비 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01 회사서비스 개요

[쉽다의 성과]

50%↑
물류비 절감

(기존 포워더 대비


부대비용 LCL 기준)

72%↑
운송의뢰


자동화 비율

80%↑
운송 견적에 대한


수락비율

85%↑
기존 고객의


재주문 비율

89%↑
쉽다 서비스 만족도


(자체 고객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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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포워딩은 강력한 IT시스템과 전담 운영팀 운영으로 수입운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02 포워딩

[제공 서비스]

실시간 견적조회 현황별 화물추적 및 자동알람 간편한 원클릭 재주문 물류견적 및 무역서류관리

최적화 컨설팅과 투명한

운임 체계로 물류비 절감

실시간 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베테랑 운영 전담인력 배치

높은 운송품질 제공

ERP, WMS 등 시스템

연동으로 물류 프로세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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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항공 수입 운송료를 즉각적으로 확인

간단한 입력만으로 이용 가능한 운송료를 즉시 견적 제공


즉각적인 견적확인으로 수입상품 최종단가 빠르게 책정 가능

02 포워딩 | 실시간 견적조회

<운송 정보 입력> <실시간 견적 확인>



11

입출항에 대한 화물추적 및 주요 사항들의 현황별 자동알람

화물이 출항된 이후의 전 과정을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웹페이지에서 추적 가능


수입운송 뿐만 아니라 통관 현황 실시간 확인 및 국내 내륙운송 책임배차 및 추적 가능 

02 포워딩 | 현황별 화물추적 및 자동알람

<실시간 운송 정보 확인> <운송 정보 자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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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문 버튼 하나로 현 시점 견적확인 및 반복적인 운송 건  즉각 처리 가능 

재주문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하고, 휴먼에러 발생 방지 

02 포워딩 | 간편한 원클릭 재주문

<실시간 운송 정보 확인>

・동일 구간&동일 화물 : 원클릭으로 현 시점 견적 확인, 업무지시, 히스토리 관리 가능

・동일 구간&다른 화물 : 원클릭으로 운송의뢰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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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 및 운송견적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가능 

별도 문의할 필요 없이 운송의뢰 된 모든 내역들을 웹 상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도 이메일, 메신저 탐색할 필요없이 웹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02 포워딩 | 무역서류 및 운송견적 관리

<운송 현황 목록> <무역서류 및 운송견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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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풀필먼트는 수입운송부터 국내 보관, 배송(택배 및 화물차량)까지 올인원으로 제공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으로 최적의 효율성을 내고 있습니다.

03 풀필먼트

[제공 서비스]

수입상품에 특화된 자체

물류시스템(WMS) 구축 

수입부터 보관/배송까지 

통합운송관리

국내 주요 온라인커머스

주문연동(OMS)

작업 진행도 및 재고수량

실시간 확인

사용한 셀만큼 청구로

보관료 절감

고객사별 전담 매니저 배정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해외 B2B, B2C 수출까지

원스톱 서비스

최적화 컨설팅과 

투명한 운임 체계로 물류비 절감



16

수입상품에 특화된 풀필먼트 서비스

수입운송을 위한 포워딩부터 국내 풀필먼트까지 통합 관리


상품 판매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운송관리 비효율 제거

03 풀필먼트

쉽다 풀필먼트

해상/항공운송
 수입통관
 풀필먼트 센터


(입출고, 보관, 재고)
최종 소비자/거래처


올인원

해상/항공운송
 수입통관
 풀필먼트 센터


(입출고, 보관, 재고)
최종 소비자/거래처


A 포워딩 B 풀필먼트

타사 풀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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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WMS를 통해 입출고, 보관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 확인

별도 WMS 시스템 설치 필요 없이 웹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업무처리


풀필먼트센터 내 작업현황이 웹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별도 문의 및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이 즉시 현황 확인

03 풀필먼트

쉽다 풀필먼트 :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작업현황 확인 타사 풀필먼트 : 엑셀로 재고관리, 입출고 현황 유선/이메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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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만큼만 보관료 청구, 불필요한 보관요금은 이제 그만

월 단위 평당 고정 보관료를 청구하는 타 풀필먼트센터와 달리, 일 단위 재고 현황에 따라 


유동적인 보관료를 청구하여 비용 절감

03 풀필먼트

쉽다 풀필먼트

사용한 셀 만큼의 요금을 부과!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한 보관료 청구는 NO!

타사 풀필먼트

평당 임대료 청구!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도 보관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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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사
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율과 생산성 향상

- 스마트 TV, 가전을 판매하는 회사

04 CASE STUDY | 포워딩

Pain Point & Needs

불필요한 업무 리소스 발생

・반복적인 업무요청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다시 정리하여 전달해야 하는 리소스 발생

・특정 운송 건의 무역/통관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발생함 

화물 운송현황을 알기 어려움

・운송현황에 대한 모든 내역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포워딩 담당자에 의존

・담당자 성향에 따라 균일하지 않은 응대와 휴먼에러로 변경된 화물도착 일정을 

    고지하지 않아 사전업무대응 불가 및 납기일 지장

SHIPDA’S SOLUTION

반복적인 업무 리소스 제거

・재주문 클릭 하나로 운송 오더 지시, 반복적인 리소스를 없애고 업무 정확성 높임


・운송 건마다의 B/L, C/I, P/L 등의 서류관리 기능으로 필요할 때마다 쉽게 내역 확인

운송현황별 자동 업데이트 및 알람

・운송 전 과정을 위치정보 시스템을 통해 웹페이지에서 추적 가능


・현황별 자동알림 안내로 예기치 못한 지연 및 사고에 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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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사
운송 최적화로 

물류비용 절감하고 

투명성으로 고객만족 제고

- 산업용 히터, 전동 안마기기 판매하는 회사

04 CASE STUDY | 포워딩

Pain Point & Needs

다수 물류업체 이용에 따른 관리 비효율 발생

・포워딩 업체,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위한 풀필먼트 업체를 각각 사용

・SKU 및 수량 매칭 등의 관리를 수기로 처리함에 따라 휴먼에러 및 과도한 리소스가 발생함

불투명한 수입운송비에 따른 불만 증가

・수입 진행 시마다 정확한 원가 산정을 위해 포워딩 업체에 수입운송료를 매번 체크해야 함

・담당 영업사원에 따라 수입운송료가 변동 되는 등 투명하지 않은 비용 구조로 불만 증가

SHIPDA’S SOLUTION

통합 물류서비스 제공

・포워딩부터 풀필먼트까지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

・B/L을 기반으로 수입운송된 상품의 SKU 및 수량을 효율적으로 한 페이지에서 관리함. 

투명한 수입운송비 제공

・경쟁력 있는 운임을 웹페이지에서 즉각 확인이 가능함


・화주사 계약에 따라 별도 특별운임을 제공 및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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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사
통합물류의 직접 운영으로 

높은 품질과 신뢰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확보

- 성인용 기저귀를 판매하는 회사

04 CASE STUDY | 포워딩

Pain Point & Needs

포워딩&풀필먼트 각 이용에 따른 비효율 발생

・수입운송을 진행하기 위한 포워딩 업체, 입출고 및 재고 관리할 창고업체를 중개하는 


    풀필먼트 플랫폼 서비스를 각각 사용하고 있었음


・풀필먼트 입출고 과정에서 ‘고객 > 플랫폼 > 창고업체’로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발생으로


    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

불투명한 보관료에 따른 불만 증가

・풀필먼트 플랫폼이 직접 창고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보관한 양에 맞게 


     최적화된 과금이 청구되지 않고 있었고, 품질 및 신뢰도 저하로 이어짐

SHIPDA’S SOLUTION

내재화 된 통합물류 서비스 제공

・포워딩부터 풀필먼트까지 통합물류를 직접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함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제거


・약속한대로의 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품질 및 신뢰관계 형성



쉽다와 더 쉽게 수입운송 시작! 무역이 더 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셀러노트였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9 정우빌딩 9층

홈페이지: https://www.ship-da.com

대표 번호:1544-7789

이메일:cs@ship-d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