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GOS LOGISTICS 
Primary Contact & Job Title: James Kim, CEO 

Address: 16490 Wahrman Rd Romulus MI 48174 

Email: jkim@logos3pl.com  

Website: www.logos3pl.com  

Phone: +1-734-403-1777 

 

 
 

회사소개 

LOGOS LOGISTICS사는 미시간 Romulus에 본사를 두었으며, 2008년 3자 물류 운영 회사로 미국 

중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계교포가 운영하는 회사로 2009년부터 자사 직영의 단거

리 및 장거리 트럭 운송사업으로 확장했으며, 현재 운송 및 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

다. LOGOS사는 자사 직영의 트럭과 운송장비로 미국 전담 물류 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기

업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LOGOS는 미국 중부의 가장 유명한 종합 물류 회사

(3PL)로서 운송, 포장, 보관, 창고, 출하반품, 이커머스, 풀필먼트, 트럭 배송, 컨트랙 물류 서비스 

회사이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화학, 식음료 및 소비재 산업 등 다양한 제품의 물류를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COMMERCE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운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

립하여 유럽, 아시아 및 북미시장에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지스틱 서비스 

수십 년간의 업계 경험과 디트로이트의 빅3 자동차 회사 근처에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갖춘 

LOGOS사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 갖춰진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형/대형 자동차 부품을 직접 조립 라인에 포장, 

키트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품 및 원자재를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공간

을 제공합니다. 

 

 

LOGOS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 

EDI/ASN 
Management 

ASN Process 

Auto Parts 

Order 
Fulfillment 

Repacking for manufacturer’s 
requirement 

Parts 
Inspection 

Automotive 
Parts sorting & Break bulk 

Client-Specified 

kitting 

Inventory 

Management 
Cross-docking 

Small parts 

packaging 

Parts 

Sequencing 

Auto parts 

Trucking & Transportation 

Large 

Warehouse 
Space 

Auto parts 

Sequence delivery (Just in 
Sequence, Broadcast Deliver) 

Invento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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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및 운송 서비스 

순차 부품 배송 셔틀 서비스, 장거리/횡단, 단거리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OGOS는 고객에게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TMS, WMS 등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의 조합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OGOS사 트럭 및 운송 서비스 제공 

JIT 
Sequenced parts shuttle 

Local and Regional Truckload 
Over-the-road 
(Interstate) 

Rail 
Terminal Drayage 

(Detroit) 

Flatbed 

Truckload 

Switcher 

Service 

 

주요고객사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점점 더 많은 상위 브랜드들이 그들의 eCommerce 충족 요구에 대한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

LOGOS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외 주문 처리 및 맞춤형 고객 관리 솔루션을 통해 

LOGOS는 고객사가 스트레스 없이 성장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OGOS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USA & International 

Shipping 

Multichannel 

eCommerce Fulfillment 

Subscription Box 

Fulfillment 

Crowdfunding 

Fulfillment 

Amazon 

Fulfillment 
Services 

Returns 
Fulfillment 

Inventory Management 

& 
Storage 

Outsourced 
Customer Service 

 

Product Images  
 

 

이 이외에도 LOGOS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첨부된 브로슈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