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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관리비용 절감 / 신고 내용 자동화

화물자동차
정보망

거래투명, 공정성, 적정운임
빠른 결산, 업무의 편리성

물류에너지, 시간, 인력 낭비 해소
시장 거래구조 개선 및 선진화

화물의 신속한 배송과
화물 배송 모니터링

화주차주

사회ㆍ경제

운송주선사

신속ㆍ안전

화물 운송시장
선진화

효율성ㆍ자동화

편리성ㆍ고정성

#Create#Innovation #Human

1998년 국내최초로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의 표준을 마련하였

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으로 차주가 있는 지역을 고려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고 손쉽게 공차와 배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물맨과 트럭콜센터㈜, ㈜바글바글은 화물 운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망 사업, 기업 물류등의 화물 운송 사업 /

SW 솔루션 시스템 역할을 책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지니스

함께하는
파트너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하나의 운송시스템에 포괄하는

화물 운송 인프라 구축 및

배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 화물 정보망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화물 정보망 서비스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화물정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화물정보망을 바탕으로 유지보수

운영 / 연계 사업 수행 / 타 개발

프로젝트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럭콜센타(주)

화물정보망사업
화물운송사업 화물정보망사업 SW솔루션 사업

(주)화물맨 (주)바글바글

공유형, 개방형 화물정보망

차주는 고정짐 및 차주 동선에 따른 화물 확보 시스템

화주는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 시스템

운송주선사는 인력 및 비용 절감, 

각종 세금 신고 자동화 시스템

표2



화물맨
걸어온 길

THE MOST POWERFUL BUSINESS WEAPON

글로벌 화물정보망 서비스 확대
‘16년 중국 화물정보망 서비스 확대
(주)코리아정보통신 사명변경 (주)바글바글

전자세금계산서 삼세로 개발
신한카드 업무협약 체결

화물맨 사옥 준공 및 이전
경기용달협회-신한카드 3자 업무협약 체결
나이스데이타 운송료 카드결제 시스템 개발(업계최초)

GPS KOREA 설립
국내 최초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정보 서비스 개시

(주)한국트럭콜센터 설립

물류운송 전문 개발사 분사 및 중국 법인 설립
3월 중국 삼양 법인 설립
6월 (주)코리아정보통신 설립

화물맨 브랜드 분사, 사업개시
(주)화물맨 설립

소형 사업부분 확대 개편
2월 소형부문 전문 콜센터
‘개별용달연합’ 서비스 개시

2018

2017

2016

2015

2013

2012

2008

1998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구축 / 운영 경험으로

화물 정보시장을 리드하는 화물 정보망

대한민국
No.1
화물정보 플랫폼

*포기호: 고객센터와 통화가 안 되는 비율

월 물동량 등록 건 수 35만 건(월)
신입(정)회원 증가 인원 1,000 명(월)

포기호* 2%(업계최저)

화물차주 정회원 수 5만
사업연혁 20년
업계 시장점유(5톤 이상) 1위

화물등록 배차

관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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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정보 프로그램

업계최고의 운영프로그램

회원,화물 정보 등 배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

프로그램 호환성 및 편리성

전국 8천 협력사와  5만 명 이상의 차주가 사용

중국물류 시장 진출

중국 심양, 위해 해외지사 법인 설립

고객과 함께 하는 경영 방침

회원경조금, 대학장학금, 우수회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주선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한 미지급 운송료 대납

program ▼

관제프로그램

화물정보, 배차정보, 협력사 정보, 차주정보 등 콜센터의
완벽 운영을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

Freight
Information network
Program

control
program

소속차량

영업점

각종 통계

환경설정

차량회원 / 차주 관리
□ 회원 등록  □ 차주 검색  □ 민원 등록  □ 포인트 정산  □ 각종 통계

영업점 관리
□ 영업점 등록  □ 영업점 검색  □ 민원 등록

항목 별 통계 관리
□ 거래처 정산  □ 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 미지급 금 □ 각종 통계

관제 환경 설정
□ 관리자 등록 및 검색 설정 □ 기본 코드 등록 □ 각종 공지      

 

road map ▼

차주
(GPS 탑재 스마트폰 앱)

운송.주선사
(웹, 앱, C/S,  유선)

위치
공차 정보

화물 정보

배차 운송의뢰운송.주선사
(웹, 앱, C/S,  유선)

운송.주선사
(웹, 앱, C/S,  유선)

화주(기업)
(웹, 앱, C/S,  유선) 

화물정보망시스템
- 공차.화물.위치정보
- 결제시스템
- 운송거래 정보화

GPS 

01.

02.



화물맨 차주용 화물맨 화주용

화물등록 기능

화물조회 : 등록한 화물의 배차여부 확인 및

                  수정 / 배차된 차량위치정보 확인 

환경설정 : 공지내용 및 화주정보 확인

화물조회 : 권역, 톤수, 차종, 변경설정을 통한

                  화물정보 공유 및 신규 등록 화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

마이페이지: 운행현황, 알리미 기능, 공지사항

                   협력사 위치 등 현황 정보

궤적운송: 추천배차 및 설정에 따른 화물정보를

                 지도상 선택ㆍ배차

차주용 App 화주용 App 

STEP.2 STEP.3 STEP.4 STEP.5

화물맨 차주용 어플 설치 방법

04.

▶ ▶ ▶ ▶

PLAY 스토어 [화물맨] 검색! [화물맨 차주용] 설치! 항목에 동의하기!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끝!

Freight
Information
Application
배차정보 어플리케이션 화물맨

03.

□ 화물조회 
□ 마이 페이지 
□ 궤적운송 
□ 회원공간 
□ 화물알림설정
□ 민원접수 

□ 화물 등록
□ 마이 페이지
□ 화물 조회
□ 환경 설정
□ 차주 위치 검색

Install Guide

STEP.1

PLAY 스토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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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
한가족
여행

뉴스날다
2018

2017

 4. 12

4. 5

4.4

3.23

3.21

3.20

2.13

11. 10

10. 30

6. 23

2016 12. 4

11. 25

10. 30

실시간 화물정보 공유 

회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해외여행 등 시즌 별 이벤트 시행

차주 회원 복지관 운영 (전남 무안 펜션)

미지급 운송료 50% 지원

쿠키 뉴스_ 신한카드, 경기도용달협회ㆍ화물맨과 MOU

한국금융신문_ 신한카드, 경기도용달협회ㆍ화물맨과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경제_ 신한카드-경기도용달협회-화물맨 이익증진 MOU 체결

데일리드리그_ 신한카드, 경기도 용달협회 및 화물맨과 MOU 체결

매일경제_ 신한카드, 경기도용달협회ㆍ화물맨과 양해각서 체결

이데일리_ 신한카드ㆍ경기도용달협회ㆍ화물맨 업무협약

뉴스워커_ 화물정보검색/배차어플 ‘화물맨’ 회원대상 이벤트 실시

미래한국_ 화물정보 제공업체 ‘화물맨’ 오는 26일부터 새봄맞이 이벤트 실시

경기일보_ 광주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ㆍ현물 기탁 줄이어

네이버뉴스_ (주)화물맨 1,000만원 기탁, 경기 광주시에 설맞이 성금 답지

데일리안_ 신한카드, 화물운송료 카드 결제 시장 진출, 운송료 신속 지급 가능

매일일보_ 화물맨ㆍ나이스데이터ㆍ신한카드 화물 운송료 결제 MOU 체결

전북도민일보_ 이서휴게주유소 ‘화물맨 연대 특별 이벤트 실시’

서울경제_ KT 파워텔, 화물맨과 손잡고 라저PTT로 무전 인프라 구축

디지털데일리_ KT파워텔ㆍ화물맨, 실시간 화물정보 제공 업무 협약

이서 휴게주유소, ‘화물맨 연대 특별 이벤트’ 실시

ECMD 오수주유소, 화물맨 안전운전 ‘육개장칼국수’ 나눔 행사

이서 휴게주유소 ‘화물맨 연대 특별 이벤트’ 실시



www.2424-2424.com

Copyrightⓒ 화물맨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화물정보 NO.1 플랫폼

|    TEL  1800. 1234    |     FAX   031. 798. 8630    

|     HOMEPAGE   http://2424-2424.com

|    ADD  경기 광주시 장지 1길 90 (역동 95-7) (주)화물맨빌딩 (우)1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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